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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원리 ⅩⅩⅥ. 

순간의 감동을 포착하는 사람이 영원한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의 친밀감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신앙의 최종단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 그 단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온전한 상태이다. 

 

 

2.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지음받은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영이란 하나님을 말한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이유이다. 제약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느끼는 시간과 공간은 ‘영원함’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영원함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로 표현되어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어떤 묶임과 제약도 없다. 영원한 자유가 있다. 자유함의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만질 수 없다. 흘러간다. 그 곳에 충만함이 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자유함’이 바로 ‘영원’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제한이 없다. 천국의 사

랑은 제한이 없다.  

 

 

3.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육이 되었다. 시공간의 제약과 한계에 갇힌 삶이 되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정체성을 잃은 삶이다.  

 

4. 하나님의 처방 – 말씀 (돌판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27:8-10] 

8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9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

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라 명하셨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다(9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

간은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  

 

 

5. 마음에 기록된 새언약  

 

[예레미야 31:31-33]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

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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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이다. 원형의 회복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33절). 

이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그것의 내용은 하나이다. 하나님과 인

간의 관계를 말한다.  

 

 

6.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법 – 말씀의 활성화 

 

(1) 감동에 대한 이해 –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NIV)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위함도, 정보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안에 활성화 되기 위한 첫 걸음은, 하

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감동’의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다. 감동을 받아야 한다. 감동이 오는 순간이 있다. 하

나님의 호흡을 영감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2)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의 순간을 포착하라. 그것은 더 이상 순간이 아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함이 풀어지는 순간이다. 이 순간은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곳

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매순간 경청하려 해야한다.  

공부하지 마라. 경청하라. 순종하여 따르겠다는 마음이 경청의 마음이다. 어느 순간,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일어난

다.  

ㄱ) 경청, 들으려고 해야 한다.  

ㄴ) 질문해야 한다 : 이해되지 않는 상황, 시공간의 문제를 영원함에 비추어야 한다. 답이 없다는 것은 한계성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하신 영적존재 즉,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제서야 진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4)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 

내가 감동으로 받은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 그 순간을 남겨야 한다. 그 순간은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

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안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언제나 보아도 그 순간의 정보가 아니라, 감동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떠오른다.  

 

내 기억을 신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지 명심하라. 묵상에서 끝나면 안 된다. 기록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엄청난 영적세계의 비밀을 맛 볼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 순간에 영원이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