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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년 2 

Jubilee2 (Leviticus 2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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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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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우리가 희년에 대한 회복과 자유를 배우고, 선포했다면 오늘
은 샤밧(안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샤밧(안식)은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다”입니다.우리는 하
나님의 뜻(하나님의 생각,마음,계획,언행)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고, 세상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밤낮, 주일, 절기, 안식년, 희년)를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돌단,성막,성전,교회)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의 첫번째로 
샤밧(안식)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샤
밧(안식)이 되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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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을 주셨고,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을 주셨으며,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도록 하셨다. 절기를 주신 뜻이 그러하듯이 또한 내
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땅에 쉼을 주는 ‘안식년’을 통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확인시킴으로써 내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셨고, ‘희년’을 통
해 땅과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
다. ‘희년’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서, 계속해서 그러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잊혀진 희년의 회복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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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밧,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완성하다.’ 으로 나아가십시오.
    March out for Sabbath; ‘Stop, start over and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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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람의 시간표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십시오.
      Stop man’s time table and enter into God’s tim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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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람의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십시오.
       Be God’s Holy sanctuary beyond simply being places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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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질(Text)을 현재의 문화(Context) 안에 담아내십시오.
    Contain the essence, the Text within the current culture,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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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장 먼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We must focus on the essence of our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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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6:4-5; 마태복음22:37-38; 마가복음
12:29-30; 누가복음10:27; 로마서8:28; 고린도전서8:3; 출애굽기33:17; 요한일서5:3; 출애굽기20:5-6)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and strength. (Deuteronomy 6:4-5; Matthew 22:37-38; Mark 
12:29-30; Luke 10:27; Romans 8:28; 1Corinthians 8:3; Exodus 33:17; 1John 5:3; Exodus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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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Generational Discipleship(세대통합교육)
   (신명기6:6-7, 4:9; 이사야38:19; 시편78:3-8)
    Love your children as you love yourself; Generational Discipleship. 
    (Deuteronomy 6:6-7; Deuteronomy 4:9; Isaiah 38:19; Psalm 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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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4-5)’ 의 말씀을 
적용해볼 때, 마음과 뜻, 힘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를 채우고자 하는 삶이 아닌 자
녀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진리(말씀)가 우리의 삶을 항상 조명해주시기를 서로 격려하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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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22:39-40; 마가복음12:31; 누가복음10:27; 레위기19:18; 갈라디아서5:14; 약2:8)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Matthew 22:39-40; Mark 12:31; Luke10:27; Leviticus 19:18; Galatians 5:14; Jame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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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질(Text)을 현재의 문화(Context) 안에 담아내십시오. 
      복음(Gospel)에 문화의 옷(Culture)을 입히십시오.
       Contain the essence, the Text within the current culture, the Context. 
       Put the clothes of cultures upon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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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포도주(New Wine)는 새부대(New Wineskin)에 담아야 하듯이, 복음(Gospel)에 문화의 옷
   (Culture)을 입히십시오. (신명기6:8-9; 마태복음9:17; 누가복음10:30-37)
    As we put the new wine into the new wineskin, put the clothes of cultures upon the Gospel. 
    (Deuteronomy 6:8-9; Matthew 9:17; Luke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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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삶의 문화는 영적 전쟁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4:9-18)
     We are on the spiritual battle against the culture of our life. (Nehemiah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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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에스겔36:8-12)
    Don’t lose the next generation under any circumstances. (Ezkiel 3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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