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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o readth, let him understand
                                    Matt 24:15



이 책을 읽기에 앞서.....
 본 서는 성서를 자기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 성서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찾고자 성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
는 분들, 그리하여 이제는 통독의 범위를 넘어 정독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깨달음에 도전해보지 않겠느냐?..를 권하고 싶어 집필했다.
 성서 읽기는 예배 시간이나 그룹의 성경 공부시간, 혹은 여느 목사의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등등으로 읽혀 
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서 읽기는 자기 스스로 읽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주님
께서 보낸 천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 내용을 크게 나눈다면 성서는 세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적 의미는 글자 의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재
료로 하여 이루어진 의미,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의 이해에 쉽게 와 닿는듯 여겨지는 의미, 자연계 삶을 
위한 의미라 말할 수도 있는 의미인 바 어쩌면 인간 수준의 의미, 예수의 “겉옷”에 해당되기에 찢어 나누어 
가짐이 허용된 의미여서 이를 통해 수많은 교파나 이견이 돌출된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어느 누구의 이견의 
섞임이 허용되지 않는 의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예수의 속 옷”에 해당되므로 제비뽑는 방식, 즉 섭리
로 보호되는 의미,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료로 하는 의미, 천사의 이해에 와닿는 의미, 인간 영혼
의 거듭남, 또는 구원에 관련된 의미이다. 천적 의미는 가장 깊은 의미로서 주님 자신을 알려주는 의미이나 
인간 지성으로는 이해가 힘들런지 모른다. (요한복음 19:23)
 성서는 의미 측면에서 위와 같이 체적으로 세 의미로 분류된다. 그러나 각각의 구절, 또는 문맥에 따라 자
연적 의미만, 자연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함께, 자연적 의미에 영적 의미, 천적 의미까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천적 의미만, 때로는 천적 의미 외에 영적 의미도, 혹은 영적 의미만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의
미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로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지표는 선견자, 스웨덴볽의 몫, 그의 사명이였을런지 모른다. 
 성서를 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자연적, 영적, 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 ,소 예언서 모두, 4복음과 계시록이다. 그 외의 성서는 거의 자연적 의미
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바 이 성경은 스웨덴볽의 설명이 꼭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성서의 세 의미 중에서 자연적 수준의 의미인 글자 의미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인바, 여느 특별한 교단의 교리나 꽤 인기가 있어 권위가 있을듯 한 설교자의 강론 
등등이 필요 없다. 정성스럽게 읽는 것, 그리고 깨우침을 기다리는 곧바른 심정(understanding heart)만이 요
구될 뿐이다. (열왕기상 3:9) 그러나 영적 의미 또는 내적인 의미는 극히 일부만이 글자 의미를 위해 글자에 
들어나 있다. 한 구절만 예를 든다면, 요나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같은 경우이다. 성서의 첫 다섯 권의 모
세로부터 계시록의 사도 요한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이들이 부름은 받아 성서 완성의 일부를 담당했었지만 말



씀의 내적 의미에 통괄적으로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인간의 지성이 그 때까지에서는 가능하
지 않아서였다. 인간 이성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은 성서가 글자 의미 외에 더 함유하고 있는 것, 즉 내적 의
미가 있음을 알아채고 있다. 이렇게 알아채는 이들의 구원은 내적 의미를 알려 주고 각자의 이해력에 선택을 
맡기는 도리 밖에 없다. 이를 위한 주님의 사전 준비가 이마누엘 스웨덴볽을 도구 삼아 있어진 것이다.
 성서를 읽지 않으면 주님의 직접적인 손길, 즉 권능을 맛볼 수 없다. 주님의 오심, 즉 우리가 주님을 뵙는 
길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 가셨듯 우리의 영이 한 단계 더 깊이, 또는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즉 성서
의 글자 의미 보다 더 깊고 높은 의미인 영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다. (사도행전 1:11). 
 성서를 직접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에 오시기”때
문이다. 주님은 자연계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 오시는게 아니라 영의 “구름들에, on the clouds” 오신
다. (마태복음 24:30) 이 구름들이란 성서의 글자이다. 우리는 성서의 글자 더 나아가 성서의 줄거리를 각자
의 기억에 담아 놓으면 이것이 사다리가 되어 천사를 통한 주님과의 화가 있게 되며 그분께서 주시는 행복
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다. 
 성서를 읽어 자기의 기억에 들어 앉힌 성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여
러 방도의 오심의 섭리 중 각 개인을 위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다. 주님께서는 260여년 전 이마누엘 스웨
덴볽을 도구로 삼아 그를 통해 각 개인과 인류의 구원에 충분한 양의 영적 의미를 인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설비해두셨다. 
 본 서는 1750-70여 년 경에 출판된 위 선견자의 저술, 즉 창세기, 출애굽기의 주석서라 할 수 있는 
천국의 신비함(Arcana Coelestia, 또는 Secrets of Heaven), 그리고 요한 계시록 풀이(Apocalypse 
Revealed)로부터 결론 부분 만을 취합해 아주 간략히 성서의 내적 의미 (천적, 영적 의미) 를 전달하
고 있다. 이 내적 의미의 전달을 위해 본서의 성서는 위 선견자께서 상응에 의거한 정확한 의미 파악
을 위해 본인 스스로 라틴어로 번역 사용한 것의 영역을 직역했기에 읽기에는 다소 꺼끄러움을 느끼
겠지만 성서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쓰신 주님의 책인지라 여느 흥미진진하
게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독하면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다. 성서 본문 외 인용한 성서들은 참조 성서 구절로 신하고 생략하고 있는데 이 인용 성서의 
경우 위 선견자는 쉬밑(Schmidt)의 라틴어 번역본을 주로 사용하였고, 위 선견자의 라틴어 원본은 
Rector of St. John's Church, Manchester, and Fellow of Trinity College, Cambridge 이였던 The 
Late Rev. John. Clowes, M.A.에 의해 최초로 영어로의 번역이 시도되었다.
 오래 전의 일반 신자는 성직자가 낭독하는 것을 듣거나 성직자에게 문의하여 그 답으로 들려오는 몇 구절만
으로 신성에의 접근이 있었다. 종교 개혁 이후 꾸준히 이에 한 기독인의 갈증은 해소되어 이제는 거의 모



든 이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고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영적 의미는 아직 까지는 
고집적인 교리들의 벽이 기독인의 합리적 생각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 합리적 사고에 곱씹어 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다.
 창세기, 출애굽기가 성서의 첫 두 권임은 기독인이라면 다 아는 바이지만 이 두 권의 책이 어쩌면 나머지 
성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 일은 흔치 않다. 다시 말해 이 두 책은 성서의 
여러 책 중에서 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자료도 수집해보고 하여 생각을 다듬어 자신의 교리를 정리하고, 
설교 등등에서도 보다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이기에 난해할지 모른다는 생각
을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이 책을 마무리지으려 노력해보았으나 아직 미완성일 뿐이다.

 본 서에는 간략한 주석과 함께 참조 성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위 선견자께서 해당 구절의 의미 파악을 
위해 발췌했던 구절들이 많으므로 이해 여부를 떠나 한,두절이라도 찾아 읽는 정성을 발휘해 보시라. (요한복
음 3:27). 홀로 예배를 위한 훌륭한 설교도 신해 줄 것이다.
 본서는 내용을 섭렵해보는 측면에 비중을 둔 관계상 이해의 깊이를 위해 다른 번역서 및 영역 내지 라틴 및 
히브리어 성서까지 동원해 보아 비교 생각하는 꼼꼼함도 가끔은 꼭 필요하므로 빠른 읽기 보다는 오히려 
단히 천천히 읽으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thinker), 끈질김도 필요할지 모른다. (출애굽기 26장 1절)

 한가지 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은 역자 혼자 만의 완성본이기에 많은 오류나 실수가 
섞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자 스스로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미흡하다 싶은 점은 스스로 고쳐 더 완성
된 당신 만의 책을 집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어쨋건 성서라는 책 만큼은 인간의 재주로 가르치려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주님의 책이기에 주님으로부터 성서 독자에게 직접 전달됨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부피 관계상 영어 원문이 부분 생략되고 있어 좀더 깊이 살피려는 독자에게는 답답할지 모른
다. 그러나 스웨덴볽의 라틴어역 성경의 영,한글판도 따로 출간했는바 영역은 그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서의 최초 출판 라틴 원서 및 영문서 등등의 더 많은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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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부탁하고픈 말이 있다. 역자가 나름 로 최선의 번역을 시도한다 했지만 되돌아 
보면 뭔가 부족한 것을 자주 발견하기에 주님께 무척 송구할 뿐이다. 역자 역시 평범한 사람이
기에 생활에 쫒기긴 마찬가지이다. 단지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모두 접고 그것을 이 번역 시간
에 모두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불완전한 번역은 피하기 쉽지 않다. 하여, 이 번역서는 
독자들의 원서 읽기에 참고하여 스스로 더 완전한 번역본을 소장하는 기쁨을 누려보길 바란다.



                             6. 19. 2011.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배제형

                              



이마누엘 스웨덴볽 (Emanuel Swedenborg, 1688-1772)..... 
 그는 비상한 재능들을 부여받았었는데, 이 재능은 아주 독특하고 다양하기도 해서, 저명한 학자들
은 그를 다방면에서 천재이다 라고 평가되는 아주 희귀한 몇 사람들 사이에 끼여 분류했다. 백과사전
들은 많은 주요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그의 비옥한 지성의 잘 익은 열매들로 진열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물질에 관한 근  역학 개념을 예상했다; 혹성의 형성에 관한 성운설을 암시했다; 
야금술 분야에서 처음 포괄적 작업들을 일궈낸 광산 엔지니어였다; 수학에 관한 스웨덴의 교과서
를 처음 준비한 수학자였다; 그리고 두뇌의 몇 구역의 기능과 관이 없는 선(glands)들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과학의 가장 바깥 영역들에 까지 이르는 한편, 스웨덴볽은 혼(soul)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위한 탐구에도 몰두했다. 이 탐구는 그가 영(spirit)의 아주 방 한 영역으로 
돌아서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영적 실재를 알아 채게 될 때 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었다. 
그는 이 영적 실재를 “영적 시각” (영적으로 봄) 이라 불렀다. 그는 인간 혼의 발단과 성장에 
관한 가장 완전한 서술이 성서에 있음을 발견했다.
 스웨덴볽이 우리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가 쓴 것들은 거기에 실제로 있는 
것의 파편 조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파편 조각의 실재를 움켜쥔 애독자, 자신의 
생명과 그 성장이 이 저술 안에서 반사(mirrored)되고 있음을 찾아내는 독자들은 성서를 위한 
가장 드높은 이름인 “하느님의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인간의 진행에 한 자비로운 이해를 
발견할 것이다.



 Emanuel Swedenborg (1688-1772)

 was endowed with extraordinary talents, so unique and varied that notable 
scholars have placed him among the vary few who qualify as a universal 
genius. Encyclopedias catalog the many major scientific discoveries and 
inventions - the ripened fruits of his fertile mind. He anticipated the modern 
dynamic concept of matter; suggested a nubular theory of the formation of 
the planets; was a mining engineer who produced the first exhaustive works 
on metallurgy; a mathematician who prepared the first Swedish text on 
algebra; and he discovered the function of several areas of the brain and 
ductless glands.
 While reaching the outermost boundaries of science, Swedenborg pursued his 
search for a rational explanation of the workings of the soul. It eluded him 
until he turned to the vaster realm of the spirit and became directly and 
intensively aware of spiritual realty, which he called "spiritual sight." He 
found the most complete description of the genesis and growth of the human 
soul as contained in the Bible.
 Swedenborg carefully reminds us that what he writes is merely a fragment 
of what is actually there. But the reader who grasps the reality of this 
fragment, who finds his own life and growth mirrored in this work, will 
discover a compassiona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process that gives new 
significance to the loftiest name for the Bible - "The Wor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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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

1 시작에서 하느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2 땅은 공허하고 텅비었고, 그리
고 짙은 어둠이 깊음의 얼굴들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
이 물들의 얼굴들 위에서 움직이
셨다..

3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빛이 있
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4 그리고 하느님께서 빛을 보시

창세기
1

내적 의미 해설
1 “시작”은 가장 오래된 시간 (태고의 때, the most ancient time)을 
말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옛 시절” 또는 “영원의 시절”이라고도 불렀
다. 또한, “시작”은 인간이 거듭나아 가는 시기 중에서 처음 시기를 포
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새로이 태어나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남 그 자체는 인간의 “새로운 창조”라 불리운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장 7,15절, 시편 102편 18절, 104편 30절.
2 “공허하고 텅빈 땅”이란 거듭나기 전의 인간이다. 또는 선과 진리의 
어떤 것도 뿌려지지 않은 땅(ground)이라 말할 수도 있다. “공허, 
void"는 선이 전혀 없는 것을, ”텅빈, empty”은 진리가 전혀 없는 것
을 명시 한다. 그런고로 있게 되는 것은 “짙은 어둠”, 즉 어리석음, 그
리고 주님에 한 믿음에 관련하여 모든 것에 무지함, 그 결과 영적인 
것, 그리고 천국에 관한 모든 것에 무지함 뿐이다.
  “깊음의 얼굴들”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을 
근원으로 하여 나오는 거짓이다.
  “하느님의 영”은 주님의 자비(mercy)를 뜻한다. 암탉이 병아리가 부
화될 때까지 알을 그의 깃털로 감싸서 내리 덮고 있듯 주님의 은총은 
주님께서 인간 안에 보물로서 감추어 두신 것을 움직(운행,move)이신
다.
  주님께서 보물로서 감추어 두신 것이 말씀에서 아껴두신 것
(remains)로 불리우고 있다. 인간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인데, 이것은 인간의 외적인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
지 결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지식들이 여기서 “물들의 얼굴들
‘이라 불리고 있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장 22,23절, 이사야 51장 9-11절.
3 “빛의 있음”이 거듭남의 첫 번째 상태인데, 이는 인간이 선한 것과 
참된 것이 보다 높은 어떤 것임을 알기 시작할 때이다. 외적 인간은 
선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 그는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속한 모든 것이 선이라고, 이 사랑들을 좋아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바, 이러한 선이 악이요, 이러한 진리가 거짓임을 눈치채지도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 새로운 것을 품기 시작하면, 그는 우선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해왔던 선은 선이 아님을 알기 시작한다. 그가 빛에로 
더 나아가면 그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선과 진리 자체이시다
는 것도 알기 시작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8장 24절, 1장 1,3,4,9절.
4,5 빛이 “선(good)”이라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빛은 선 자체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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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것은 선이었다. 그리고 하
느님께서는 빛과 어둠 사이를 구
별하셨다.

5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빛을 낮
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그분은 밤
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과 아
침은 첫째 날이었다.

6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물들 한가운데 광활한 공간이 있
고, 그것이 물들 안에서 물들 사
이를 구별되게 하라.
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광활한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광활한 
공간 아래에 있은 물들과 광활한 
공간 위에 있은 물들 사이에 구
분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있었다.

8 하느님께서는 광활한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
과 아침은 둘째 날이었다.

9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모두 한 
장소로 모이고, 마른 [토지]가 나
타나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었
다.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어둠”은 인간이 새로이 태어나기 전 자
신에게 빛 같이 나타났던 모든 것, 인간 자체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나 주님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낮”에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낮은 빛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 고유에 관련된 것은 무
엇이든 “밤”에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밤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이다.
5 이제는 “저녁”과 “아침”이 의미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저녁”은 
앞서 있는 모든 상태를 뜻한다. 그 이유는 저녁은 그늘 같은 상태, 또
는 거짓에 속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침”은 뒤이
어 있는 상태, 빛에 속한 상태, 진리에 속한 것, 믿음의 지식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일반적 의미에서 “저녁”은 인간 자체에 속한 모든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침”은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하 23장 2-4절, 다니엘 8장 14,25절, 이사야 8장
6,9,13,22절, 23장 7,15절, 예레미야 6장 4절, 23장 7,15절, 33장 
20,25절,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6  주님의 자비(하느님의 영)은 낮으로 참된 것과 선한 것에 관한 지
식을 있게 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빛은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
분은 선 자체시고, 진리 자체이시다는 것,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면 어
떤 선도, 진리도 없다는 것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장 24절.
7 이제 그분께서는 내적 인간(internal man)과 외적 인간(external 
man) 사이에 구분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 내적 인간에 있는 주관적 
지식(the knowledges)과 외적 인간에 있는 객관적 지식(the 
memory-knowledges, 기억 속의 지식)은 차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적 인간이 “광활한 공간”이라 불리우고 있다. 내적 인간에 있는 주
관적 지식은 “광활한 공간 위의 물”로, 외적 인간에 있는 객관적 지식
은 “광활한 공간 아래의 물”로 불리우고 있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장 3,5절.
8 이 구절은 5절과 같으나, 한가지만 더 첨가 한다. 인간 거듭남은 저
녁으로부터 아침으로, 즉 객관적 지식으로부터 주관적 지식으로,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인간으로,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일반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매 단계에서나 매 순간에서나 공히 진행되어 간다. 그
러므로 광활한 공간, 즉 내적 인간이 다음 절에서 “하늘(heaven)"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9 인간이 자기에게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있다는 것, 참된 것과 선
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적 인간을 통해 외적 인간으로 흐른다는 것
이 알려 질 때 당사자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
서 진리와 선들, 즉 거듭나는 인간에 있는 참된 것과 선한 것에 관한 
주관적 지식은 그의 기억에 저장되고 그의 객관적 지식인 듯 분류되
어 있다. 그 이유가 외적 인간의 기억에 은근히 심어진 것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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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마른 
[토지]를 땅이라 부르셨다. 그리
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
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하느님
께서 보시니 그것은 선이었다.
11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땅은 
부드러운 풀잎을 내고, 풀잎은 씨
를 맺으라, 그리고 과일 나무는 
땅에서 그 자체 안에 씨를 가진 
과일을 그 종류 로 맺으라. 그리
고 그것은 그렇게 있었다.
12 그래서 땅은 부드러운 풀잎, 
그 종류 로 씨를 맺는 풀잎을, 
그 자체 안에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놓았다. 하느님께
서 보시니 이것은 선이었다.

13 저녁과 아침은 셋째날 이었
다.
14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하늘들의 광활한 공간에 발광체
들이 있어 낮과 밤이 구별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표시와 계
절과 날과 해를 위해 있게 하라.
15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의 광활
한 공간에 있는 발광체들을 위해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천적인(주님에 관련되는) 것이든, 무
엇이든 거기서는 객관적 지식으로 있는다. 그런다음 주님께서 인간 거
듭남을 위해 필요하실 때 꺼내진다. 이 지식들이 “한 장소로 함께 모
인 물들”이다. 그리고 “바다들”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외적 인간 
자체는 “마른 장소”라 불리웠지만 다음 절부터는 “땅, earth”으로 불리
우고 있다.
10 “물들”이 지식들(주관적, 객관적 지식 모두)을 의미하는 경우는 말
씀에서 아주 많다. 따라서 이런 지식들이 쌓인 것이 “바다”로 불리워
지고 있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장 9절, 19장 5,6절, 학개 2장 6,7절, 스가랴 
14장 7,8 절 시편 69편 33,34절, 스가랴 12장 1절.
11,12 “땅”, 즉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천적(celestial)인 씨를 받도록, 
그리고 선하고 참된 것에 속한 어떤 것을 생산하도록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연약한 어떤 것이 돌출되게 하신다. 이것이 “부
드러운 풀잎”이라 불리워 진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결실을 맺는 선한 
어떤 것인데 이것이 “과일을 내는 나무, 그 종류 로 그 자체 씨를 지
닌 과일”이라 불리워 진다. 거듭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처음 있게 
되는 자질은 자신이 행한 선, 자기가 말한 진리가 자신으로부터라고 
여기는 것이다. 실지로 선과 진리는 그 자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인데 
자신의 것인 냥 여길 경우 이는 참된 믿음의 생명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후 참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는 지금 
믿음의 생명을 받을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상태는 
생명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상태는 생
명 있는 것이다.
  인간의 거듭나는 세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상태, 즉 그늘에서 밝음
으로, 저녁으로부터 아침을 맞는 상태이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장 19-24, 37-39절, 마가복음 4장 14-21
절, 누가복음 8장 11-16절, 마가복음 4장 26-28절, 누가복음 17장 
20,21절.
13절. 5절 참조.
14-17  “큰 발광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지, 믿음이 새로이 창조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발전되어 가
는지를 먼저 알아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믿음의 참 본질과 그 
생명은 주님 바로 그분이신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새로이 창조되고 있는 이들에서의 믿음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선하고 참된 것만이 
생명이 있을 뿐, 거짓과 악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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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여 땅에 빛을 주게 하라.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있었다.
16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두 개의 
큰 발광체를 만드시고, 더 큰 발
광체는 낮을 규율하고, 보다 작은 
발광체는 밤을 규율하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1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것들
이 땅에 빛을 주도록 하늘의 광
활한 공간에 두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수단으로 생명을 받는데, 처음에는 지식에 불과 
할 뿐인 기억 속의 믿음을 수단으로, 그다음 지적인 믿음인 이해함에 
있는 믿음을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믿음인 사랑의 믿음, 즉 
심정에 있는 믿음을 수단으로 생명을 받는다. 위 세 종류의 첫째와 둘
째 단계의 믿음은 생명 없는 것을 수단으로 3절로부터 13절에 걸쳐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을 수단으로 20절로부터 25절
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사랑을 수단으로 살아 있는 믿음이다. 이런 
이유로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이 먼저 취급되는데, 
“발광체들”이라 불리우고, 그 중 사랑은 “낮을 규율하는 더 큰 발광
체”,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믿음은 “밤을 규율하는 보다 작은 발광체”로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발광체는 하나를 만들어야 하기에 복수
가 아닌 단수로 말해지고 있다.
  내적 인간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외적, 육체적 인간에 있는 열과 빛 
같다. 그런 이유로 사랑과 믿음은 열과 빛을 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한
다. 이런 이유에서 발광체들을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 둔다”라고, 또는 
내적 인간 안에 놓는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즉 큰 발광체는 내적 인
간의 의지에, 작은 발광체는 내적 인간의 이해함에 놓인 것이다. 그러
나 이 발광체가 의지와 이해함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치 태양의 빛과 
그 빛을 받는 상과의 관계에서와 같은 경우에서만이다. 사랑을 가지
고 의지에, 진리 또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함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 뿐이다.
  사랑과 믿음이 처음에는 “큰 발광체들”이라고 불리우고, 그후 사랑
은 “더 큰 발광체”로, 믿음은 “보다 작은 발광체”로 불리우고, 사랑은 
“낮을 규율하고,” 믿음은 “밤을 규율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태고 교회(most ancient church)는 사랑 자체 만을 믿음으로 인정
했다. 천적인 천사들(celestial angels)은 사랑 속에 있는 믿음 외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 보편적인 천국은 사랑의 천국인데 그 
이유는 사랑의 생명 외에 더 다른 생명은 천국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부터 천국의 모든 행복이 파생되는데 이 행복은 너무나 크고 위 해
서 여느 인간의 생각으로 그려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사랑의 영향 아래 있는 이들, 심정(heart)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사랑, 모든 생명, 모든 행복은 오로지 주님 만 으로부터 
올 뿐, 자신들로부터는 조금도 오지 않음을 지각하여 알고, 선언하기 
까지 한다.
  사랑과 믿음의 분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둘의 구성 요
소는 똑같은 것인바 하나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광체”
들이 처음 언급될 때 이들은 하나로서 간주되어 말해졌다. 
  발광체들은 “표시와 계절과 날들과 해들을 위해” 있을 것이라고 말
해졌다. 이 말들은 글자로는 별로 수롭지 않은 듯 비쳐지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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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낮에 규율함, 그리고 밤에 규
율함,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를 
구분함;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것이 선이었음을 보셨다.
19 저녁과 아침은 넷째 날이었
다.
20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물들은 
기는 것(동물),(과) 살아 있는 혼
(soul)을 기게 하는 원인이 되라. 
그리고 새(fowl)는 하늘들의 광
활한 공간의 얼굴들의 위쪽, 땅 
위에서 날으라.

21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큰 고래
들, 그리고 물들이 각 종류 로 
기게 한 기는 모든 살아 있는 혼, 
그리고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그 종류 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것은 선이
었다.
22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것들에 
복주셨고 말하시기를, 열매를 많
이 맺고 번성하라, 그리고 바다들

밝혀 아는 것을 훨씬 넘는 신비로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간
단한 몇마디만 언급하겠다.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세부
적으로 교차하는데 이것이 날과 해의 바뀜에 비교되고 있다. 날은 아
침으로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이 되고, 밤을 통과해 다른 아침으로 교
차된다. 해의 바뀜도 이와 비슷해서 봄으로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통과하여 다른 봄과 교차한다. 이로부터 열과 빛의 교차도 있
는다. 이런 바뀜이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의 교차에 비유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와 다양해짐이 없는 생명은 일정 불변하여 결과적으로 
생명 자체가 없다. 따라서 선과 진리를 식별함도, 구별함도 가능하지 
않다. 이와같은 교차가 예언서에서 “정해진 일(ordinance)"이라 불려
지고 있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장 36절, 에스겔 32장 7,8절, 이사야 13장 9,10절, 
요엘 2장 1,2,10절, 이사야 60장 1-3,20절, 시편 136편 5-9절, 148편 3,4
절, 출애굽기 27장 20,21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
복음 7장 21,22절, 마가복음 13장 18,19절, 마가복음 12장 29-31절, 마태복
음 22장 37-41절, 예레미야 31장 35,36절.
18 “낮”은 선을, 밤은 악을 의미하는 바, 선은 낮의 일이고 악은 밤의 
일이라 불리워진다. “빛”은 진리를, “어둠”은 거짓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장 19,21절.
19 5절 참조.
20  “물들이 내놓은 기는 것들”이란 외적 인간에 속하는 기억 속의 지
식들을, “새”들은 내적 인간에 속하는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의미
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 여기서 “생 혼, living soul”으로 의미되고, 생 혼도 육체가 지니는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자체 움직이는 것”, 또는 “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누가복음 18장 19절, 이사야 50장 2,3절, 
에스겔 47장 8-10절, 예레미야 4장 25절, 호세아 2장 18절.
21  “물고기들”, 즉 기억 속의 지식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수
단으로 살아 있게 되었다. “큰 고래들”이란 기억된 지식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의미한다. 세세한 원리들은 이 원리에 종속되어 있게 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9: 3, 32: 2, 이사야 27장 1절, 예레미야 51장 34절.

22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자체 광 하게 열
매 맺고 번성한다. 이는 인간이 육체를 지닌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삶
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말씀에서 “열매 맺음”은 사랑에 속한 것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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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물들을 채우라, 그리고 
새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23 저녁과 아침은 다섯째 날이었
다.
24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땅은 그 종류 로 살아 있는 혼
을 내라; 그리고 짐승, 그리고 그 
자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땅의 
야생 동물을 그 종류 로 내라;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있었다.
25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땅의 야
생 동물을 그 종류 로, 그리고 
지면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 종
류 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느님
께서 보시니 그것은 선이었다.

성함”은 믿음에 속한 것을 서술한다. 사랑에 속한 “열매”는 “씨”를 함
유하고, 이 씨를 수단으로 그 자체 굉장하게 번성한다. 말씀에서 주님
의 “복 주심” 역시 열매맺음과 번성함을 의미한다.
23  5절참조
24,25 인간은 땅 처럼 그 자신으로 하여금 믿어져 행동하게 하는 믿
음에 관한 지식이 자기 안에 먼저 뿌려지지 않으면 선에 관련되는 어
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함 쪽이 담당하고, 들
은 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의지 쪽이 담당한다.
  이해에 속하는 것은 “물이 내놓은 기는 것”과 “땅 위, 그리고 광활한 
공간의 새들”이다. 의지에 속하는 것은 “땅이 생산하는 생 혼”, 그리고 
“짐승”과 “기는 것”, “땅의 야생 동물”로 의미되고 있다.
  짐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해를 주는 악한 것, 해를 주
지 않는 선한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악들은 악한 짐승, 즉 곰, 늑 , 
개 등등으로 의미되고, 선하고 온화한 것은 양, 송아지 등등으로 의미
된다. 이 구절의 “짐승”은 거듭남에 관련되므로 선하고 온화한 애착심
(affection)을 의미한다. 인간 안의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애착심은 육
체에 더 가까운 연결을 지니므로 “땅의 야생 동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것은 탐욕과 쾌락(cupidities and pleasures)이다.
  이 구절은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24절에는 “생 혼 -> 짐승 
-> 땅의 야생 동물”의 순서로 내놓은데 비해, 25절은 순서가 바뀌어 
하느님께서 “땅의 야생 동물 -> 짐승”의 순서로 창조하셨다. 이는 거
듭남이 외적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내적 인간으로 진행됨을 말해주
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인간의 거듭남의 다섯 번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즉 그
가 믿음의 원리로부터 말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 원리는 이해성
에 속하는 원리인데, 이로부터 그는 참되고 선한 것 안에서 자신을 확
증한다. 이런 사람이 내놓는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바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들”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러면 그는 여섯째 상태로 넘어간
다. 즉 그는 이해성에 속하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되 의지에 속
하는 것인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한다. 이때 그가 내놓
는 것은 “생 혼”, 그리고 “짐승”이라 불리운다. 그다음 그가 믿음으로
부터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영적 인간
이 되는데 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이라 불리우는데 다음 절이 취급
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7장 24,26절, 에스겔 36장 9,11절, 요엘 2장 
22절, 시편 73장 22절, 호세아 2장 18절, 욥 5장 22,23절, 에스겔 34
장 25절, 이사야 43장 20절, 에스겔 31장 6절, 시편 148편 2,7,9,10
절, 계시록 7장 11절, 19장 4절, 마가복음 14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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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형상
에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
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들의 새
와 짐승과 모든 땅, 그리고 땅 위
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
스리게 하자

2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그분 고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
고, 하느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은 
그를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
로)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28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
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께
서 그것들에게 말하셨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계속 채우라
(replenish), 그리고 땅을 정복하
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
들의 새, 땅위에서 기는 살아 있
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29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보라, 나는 너에게 온 땅의 얼굴
들에 있는 씨를 맺는 모든 풀잎, 
그리고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준다; 씨를 산출하는 나무, 그것

26  형상(image)은 모습(likeness)은 아니고, 모습에 의거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모습을 따라 형상 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
해지고 있다. 영적 인간(the spiritual man)이 “형상”에 해당되고, 천적 
인간(the celestial man)이 “모습”에 해당된다. 본 장에서는 영적 인간
이, 다음 장에서는 천적 인간이 취급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형상”에 
해당되는 영적 인간을 “빛의 아들”, 또는 “친구”라 부르시고 있다. 그 
반면 주님께서는 “모습”에 해당되는 천적 인간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있다.
  영적 인간의 다스림은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인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스림의 순서가 바다의 고기 -> 하늘의 새 -> 짐승 -> 
온 땅 -> 땅을 기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으나, 천적 인간이 될 경우 
그는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하는바, 그의 다스림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외적 인간으로 진행되기에 주님께서는 이를 시편에서 짐승 -> 하늘
의 새 -> 바다의 고기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으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장 35,36절, 14장 14,15절, 요한복음 1장 12,13
절, 시편 8편 6-8절, 예레미야 4장 23,25절, 에스겔 1장 26절, 다니엘 7장 
13,14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이사야 44장 24절, 요한복음 12장 35,36절 
요한복음 15장 14,15절, 1장 12,13절, 시편 8편 6-8절.
27  여기서 “형상”이 두 번 언급되어 잘못 기록된 것 아닌가 하는 착
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거듭 말해진 이유는 이해성
에 속하는 것인 믿음은 “그분의 형상”에 해당되는 한편, 의지에 속하
는 사랑은 “하느님의 형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적 인간에서는 사
랑이 믿음의 뒤를 잇지만 천적 인간에서는 사랑이 믿음에 앞선다.
   영적 인간의 이해는 “남성”에 해당되고, 의지는 “여성”에 해당된다. 
이 둘이 하나로서 행동될 때, 태고 교회(the Most Ancient Church)에
서는 이를 결혼이라 불렀다.
28  태고 교회 사람들은 이해함과 의지 또는 믿음과 사랑의 결합을 
결혼이라 불렀는바, 그들은 이 결혼으로부터 생산된 선으로부터의 모
든 것을 “열매 맺음”이라 말했고, 진리로부터의 모든 것을 “번성함”이
라 말했다.
  참조 성서 에스겔 36장 11,12절, 마태복음 13장 31,32절, 이사야 62장 4
절.

29  천적 인간은 그의 생명에 일치하는 것인 천적인 것으로만 기쁨을 
갖는바 그의 양식은 천적 양식이라 불리운다. 영적 인간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갖는다. 따라서 영적 양식이 그의 생명과 일치한다. 자연
적 인간은 자연적인 것으로 기쁨을 향유한다. 자연적인 것이 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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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너에게 양식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30 그리고 땅의 모든 야생 동물
에게,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새에
게, 그리고 살아 있는 혼이 있는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 푸
른 모든 풀잎은 양식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렇게 있었다.
31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고, 바라보
니 그것은 참 선이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은 여섯째 날 이었다.

과 같은바 양식이라 불리우고 통상 기억 속의 지식에 있다. 이 장에서
는 영적 인간이 다루어지는 바 그의 영적 양식이 유사물
(representative), 즉 “씨맺는 풀잎”, “열매 있는 나무”, “씨를 산출하는 
나무”를 가지고 묘사되고 있다. 그의 자연적인 양식은 30절에서 묘사된
다.
  “씨를 맺는 풀잎”이란 사용(use)하고 있는 모든 진리이다. “열매 있
는 나무”란 믿음으로부터의 선이다. “열매”는 주님께서 천적 인간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한편 “열매를 생산하는 씨”는 주님께서 영적 인간에
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러므로해서 “씨를 산출하는 나무는 너에게 양
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조 성서.  에스겔 47장 12절, 시편 23편 1,2절.
30  영적 인간의 음식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그의 자연성이 “땅의 
야생 동물”과 “하늘의 새”를 수단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양식으로 야채와 풀잎의 푸름이 주어지고 있다.
  참조 성서. 시편 104편 11-15절.

31  이 상태가 앞의 구절에서 “선, good”이라 불리운 것과 달리 “참 
선, very good”이라 불리워 선이 강조된 이유는 믿음 속에 있는 것들
이 사랑 속에 있는 것들과 하나를 이루어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의 
결혼이 결과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지식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spiritual)이라 불리우
고,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천적인 것
(celestial)이라 부르는데, 전자는 인간의 이해함(understanding)에, 후
자는 인간의 의지(will)에 속한다.
  인간 거듭남의 때와 상태는 일반적으로나 특수적으로나 여섯 단계
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인간 창조의 6일이라 불리운다. 즉 처음의 인
간은 전혀 사람이 아니나 차츰 차츰 사람이 되어가서 결국 여섯째 수
준에 도달되어 하느님의 모습이 된다.
  인간이 여섯째 수준에 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악과 거
짓과 싸워 주신다. 주님께서는 전투를 수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
와 선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게 한다. 전투하는 시기는 주님께서 일하
시는 때 이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거듭나는 인간을 하느님의 손가락
의 일이라 부르고 있다. 그분은 인간이 사랑을 제일 원리로 해서 행동
할 때까지 절  쉬시지 않는다. 주님의 일이 단한 진전을 하게 되어 
믿음이 사랑과 결합될 때, 이것이야말로 “참 선, very good”이라 불리
운다.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그를 그분의 모습으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서 악령은 그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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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선한 영이 악령의 자리에 신 들어 앉고, 이 인간은 천국에, 천
적 낙원에 소개 되어지는데 이는 다음 장의 관심사 이다.
  말씀의 내적 의미(internal sense)야말로 최고의 참 생명(veriest 
life)이다. 이 의미는 글자의 의미로부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바 확연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우리는 매우 간단한 정도, 즉 이 장에서는 거듭남이 취급된다는 
것, 이 거듭남은 외적 인간으로부터 내적 인간으로 진행된다는 것,등
등만 확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지각한
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성
경의 글자 한 자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말씀에 있는 나라들 도시들, 
강들, 사람들을 알지 못하나 그것들에 의해 의미된 것 만을 알고 있
다. 예를 들어보면, 낙원에 있는 아담을 수단으로 천사들은 태고 교회
를 지각하나 그것도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속의 것, 즉 주님에 
한 믿음을 지각할 뿐이다. 노아를 수단으로 그들은 태고 교회의 남은 
후손들로부터 아브람의 때 이전까지 있었던 교회를 지각한다. 천사들
은 아브라함을 수단으로 말씀을 지각하되 아브라함이라는 역사 인물
이 아닌 그가 표현했던 것, 즉 구원하는 믿음을 지각한다. 이런 식으
로 천사들은 단어나 이름 등등과는 동떨어진 영적이고 천적인 것만을 
지각한다.  
  일반적으로 말씀에는 네 가지 다른 문체(style)가 있다. 첫째는 태
고 교회의 유형이다. 그들은 지상의 생물이나 세상의 것이 언급될 때 
그 즉시 그것들이 표현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을 생각해낸다. 그러므
로 그들은 표현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을 일종의 역사적 시리즈로 꿰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게 했
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지극히 높은 수준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한나가 예언했던 문체에서 그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높은 것을 
말하라! 높음이여! 고 의 것이 네 입에서 나오게 하라. Speak what 
is high! high! Let what is ancient come out of your mouth” (사무
엘상 2:3). 이와같은 표현들이 다윗서에서 “알기 어려운 옛 말, Dark 
sayings of old”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시편 78:2-4 참조). 모세는 
창조에 관한 세부사항들, 에덴의 동산, 아브람의 때까지 내려오는 일
련의 말씀들을 태고 교회의 후손들로부터 가졌다. 둘째 유형은 역사적
인 것들 이다. 이는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책, 여호수아, 사
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의 역사적 사실
들은 글자의 의미와 똑같다. 그럼에도 그 책들 모두는 내적 의미를 지
녔는데 이 의미는 글자 의미와는 아주 다르다. 셋째 유형은 예언적인 
유형이다. 이 문체는 태고 교회에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문체로
부터 태어났다. 어쨌든 이 문체는 문장끼리 연결되는 것도 없고 태고
적 문체 같은 역사적 윤곽을 가지기는 했으나 깨져 있고 내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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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지성으로는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신비를 담고 매우 매끈한 순서로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 교회의 
여러 다른 상태들에, 천국 자체에, 그리고 주님에 한 아주 깊은 의
미에 관련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가 지닌 유형이다. 이 
문체는 예언적 문체와 보통의 언어의 중간쯤 된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라는 인물을 통해 주님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고 있다.  

내적 의미 요약
  인간의 거듭남은 아주 많은 상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이 본문의 여섯 날, 또는 여섯 시기이다.
  첫 상태는 유아의 상태를 포함하여 거듭남 이전 즉시 선행되는 상
태이다. 이것이 “공허, void”, “텅빔, emptiness”, 그리고 “짙은 어둠, 
thick darkness”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인 첫 활동은 
“하느님의 영이 물들의 얼굴들 위에서 움직인다” 이다.
  둘째 상태는 주님에 속하는 것들과 인간에게 적절한 것들 사이에 
구분이 지어지는 때이다. 주님에 속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아껴두
신 것, remains”이라 불리고 있다. 여기서 특별하게는 믿음에 관한 지
식이다. 이것은 유아 시기에 배워진 것인데, 이것은 (장래 쓰여지기 
위해 소중히) 간직되고, 인간이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까지 당사
자에게 좀처럼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상태는 시험이
나, 불행, 슬픔, 같은 것 없이는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 불행, 
슬픔 등등을 수단으로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 즉 인간에게 잘 어울리
는 것들은 정지 상태를 가져오는데, 마치 그것들이 죽은 듯 하다. 이
리하여 외적 인간에 속하는 것들이 내적 인간에 속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 이 때에, 장차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내적 인간 
안에 “아껴두신 것”을 저장하신다. 
  셋째 상태는 회개에 관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그의 내적 
인간으로부터 경건하게 진심어리게 말하고, 선행의 일들 같은 선들을 
산출한다, 이것이 선에 속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 그 이
유는 그는 그 선이 자신으로부터 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선들이 “부드러운 풀, grass”이라 불리고 있고, 또한 “씨를 산출하는 
풀잎, herb", 그 후 “열매를 맺는 나무”라 불리고 있다.
  넷째 상태는 인간이 사랑으로 감동되고 믿음을 수단으로 계발되는 
상태이다. 그는 참으로 경건하게 말도 하고, 선들도 생산하나, 그가 그
렇게 행동한 것은 시험과 곤란함 아래 땀흘리다 있어진 결과에서 이
었을 뿐, 믿음과 선행 (faith and charity)으로부터가 아니었다. 그러
므로 지금 믿음과 선행이 그의 내적 인간 안에서 점화되고 있다. 이것
이 두 발광체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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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절. 하늘과 땅은 마무리되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군 .

2절.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느님께
서는 만들어 가시던 그분의 일을 끝
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일곱째 날에 
만드시던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

  다섯째 상태는 인간이 믿음으로부터 강연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
신을 선과 진리 안에서 확증할 때이다. 그 다음 그 자신에 의해 생산
되는 것들은 살아 있어 움직인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 그리고 “하늘
들(천국들)의  새들, birds of heavens”이라 불린다.
  여섯째 상태는 믿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그가 참
인 것을 말하고, 선인 것을 행하는 상태이다. 이리하여 그가 산출하는 
것들은 “생 혼, living soul”과 “짐승”이라 불리고 있다. 그 다음 그가 
믿음과 사랑, 모두로부터, 함께, 동시에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는 영
적 인간이 되어간다. 이 인간이 “모양, image"이라 불리고 있다. 그의 
영적 생명은 믿음에 관한 지식과 선행의 일들에 속하는 것들을 수단
으로 지탱되고 기쁨도 있는다. 이것이 그의 ”음식“이라 불리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자연적 생명은 육체와 감각에 속하는 것들에 의해 지탱
되고 기쁨도 얻는다. 이때로부터 전투가 발생되고, 이 전투는 사랑이 
지배권을 획득할 때 까지 이다. 그리고 그는 천적 인간이 되어간다. 
  거듭나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여섯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이들이 첫째 상태에만 도착
한다. 그 다음 얼마의 사람들이 둘째 상태에, 셋째 상태에, 넷째 상태
에, 다섯째 상태에 도착하고 극히 일부는 여섯째 상태에, 일곱째 상태
에 도달하는 자는 거의 없다.

2
내적 의미 해설

1 이 구절은 이제 인간이 여섯째 날을 통과하여 영적 수준에 이르렀
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늘”은 그의 내적 인간이고, “땅”은 그의 외적 
인간이다. “그들 속의 모든 것”이란 사랑, 믿음,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관한 지식이다. 이 세 가지는 앞 장에서 “큰 발광체”와 “별”로 의미되
었었다.
 이 구절은 “...마무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여섯째 날”에 이르면 사랑과 믿음이 하나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면 믿음이 아닌 사랑이, 바꿔 말하면 영적 수준의 원리가 
아닌 천적 수준의 원리가 그의 제일 가는 원리가 된다. 즉 천적 인간
(celestial man)이 되는 것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장 12,13절, 2장 13,16절.
2,3 천적 인간이 “일곱째 날”이다. 주님께서 육 일 동안 일하셨기 때
문에 “그분의 일”이라 불리워진다. 모든 전투가 중단되었으므로 주님
은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신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기에 일곱
째 날은 성별되었고 안식일 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에서 안식일은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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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
3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4절. 하늘과 땅의 태생(nativities)이 
이러하다, 즉 여호와 하느님께서 땅
과 하늘을 만드셨던 그 날,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이다.

5절. 땅에는 들판의 관목이 아직 없
었고, 그리고 성장하는 들판의 풀잎
이 아직 없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서 였다. 그리고 지면을 경작할 사람
이 없었다.
6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땅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어 지면의 모
든 얼굴은 적시워졌다.
7절.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지
면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 
내셨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들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living soul) 되었다.

8절. 여호와 하느님께서 에덴 안에

을 의미하고 있다. 이리하여 인간은 창조되었고, 형태를 갖추었고, 만
들어졌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2장27절서, 민수기 10장 35,36절, 이사야 58
장 13,14절, 45장 11,12,18,21절, 43장 7절.

4 “하늘과 땅의 태생"은 천적 인간의 형성(formation)이다. 이 인간의 
형성이 여기서 취급된다는 것은 뒤 이은 구절의 세부 사항들로부터서 
명백해진다. 즉 풀잎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뿐
만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내신 후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 사실 짐승이나 새 등은 이미 앞 장에서 창조되
었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한 것은 여기서 또 다른 사람
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명백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처음으
로 ”여호와 하느님“이라 불리워지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영적 인간을 
다룬 앞장에서는 주님이 단순히 “하느님”이라 불렸다. 또한 앞 장에서 
“땅(earth)”이라 말해졌는데 여기서는 "들판(field)"과 "지면(ground)"
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땅”에 앞서 “하늘”이 먼저 언급된 후 
“하늘” 앞에 “땅”이 등장한다. 이런 이유는 “땅”은 외적 인간을 의미하
고, “하늘”은 내적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 인간의 재
구성(reformation)은 “땅”, 즉 외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비해 천
적 인간의 재구성은 “하늘”, 즉 내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5,6  “들판의 관목”, “들판의 풀잎”은 그의 외적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영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경우 그의 외적 
인간은 “땅”이라 불리워진다. 그러나 천적 인간이 될 경우 그의 외적 
인간은 “들판”, 또는 “지면”이라 불리워 진다. 후에 “안개”로 불리워 지
는 “비”는 전투가 중단될 때 오는 평화의 고요함 이다.
  천적 인간의 상태에는 우선 평화의 고요함이 선물되고 비로 말미암
아 새롭게 된다. 그리하여 악과 거짓된 것의 노예됨에서 해방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4장 25-27,31절, 호세아 6장 2,3절, 에스겔 16
장 7절, 이사야 60장 21절.
7 “지면(ground)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의 외적 인간
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지면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코에 생명
의 숨을 불어 넣는”것은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생명을 주는 것이
다. 그리고 “사람은 생 혼이 되었다”란 그의 외적 인간 또한 살아 있
게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2절, 3장 8절, 
시편 104편 29,30절, 욥 32장 8절, 33장 4절.
8 “동산”은 총명을, “에덴”은 사랑을, “동쪽”은 주님을 의미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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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동산을 심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은 그분께서 만드신 사
람을 두셨다.
9절.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지면으로
부터 바라보기에 바람직하고 양식으
로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들(lives)의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과 악에 관
한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
10절. 강이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
산을 적셨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머리가 되었다.

11,12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
다. 이 강은 금이 있는 곳, 하윌라 
온 땅을 에워싸고 있다.
12 이 땅의 금은 선(good)이다. 거
기에는 벧엘리움과 호마노 돌(onyx 
stone)도 있었다.

13절.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
혼이고. 구스 온 땅을 에워싸고 있
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이 강은 아시리아를 향하여 동쪽으
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
브라데이다. 

고로 “에덴의 동산 동쪽으로”에 의해서는 천적 인간의 총명을 의미하
게 된다. 이 총명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통해 천적 인간 안으로 흘러
든다.
  참조 성서. 이사야 51장 3절, 에스겔 43장 1,2,4절.
9 “나무”는 지각(perception)을 의미한다. “바라보기에 바람직한 나무”
란 진리를 지각함을, “양식을 위한 좋은 나무”란 선을 지각함을, “생명
들의 나무, tree of lives”란 지각함에서 파생된 사랑과 믿음을,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란 오감에서 끌어낸 믿음, 또는 기억 속의 지
식(객관적 지식)으로부터 끌어낸 믿음을 의미한다.
10 “에덴으로부터의 강”이란 사랑으로부터의 지혜를 의미한다. 그 이
유는 “에덴”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동산을 적심”은 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네 머리로 갈라졌다”는 것은 네 강을 수단으로 
하는 총명에 한 묘사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장 10,11절, 민수기 24장 6절, 예레미야 17장 
7,8절, 에스겔 31장 4,7-9절, 47장 1,8,9,12절, 계시록 22장 1,2절.
11,12 “첫째 강” 또는 “비손”은 사랑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총명을 
의미한다. “하윌라의 땅”은 마음(mind)을 의미한다. “금”은 선을, “벧
엘리엄과 호마노 돌”은 진리를 의미한다. “금”이 두 번 언급된 이유는 
사랑으로부터의 선이 있고, 사랑으로부터의 믿음에서 나오는 선이 있
기 때문이다. “벧엘리엄과 호마노 돌”의 경우, 전자는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를, 후자는 사랑으로부터의 믿음에서 나온 진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간이 천적 인간이다.
  참조 성서. 에스겔 28장 4절, 이사야 60장 6절, 마태복음 2장 1,11
절, 시편 72편 15절, 출애굽기 28장 9-22절, 에스겔 28장 12,13,15
절.
13 “기혼”이라 불리는 “둘째 강”은 선하고 참된 것, 또는 사랑과 믿음
에 속하는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구스 땅”이란 마음
(mind) 또는 능력(faculty)을 의미한다. 마음은 의지(력)과 이해(력)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강에 관계있는 것이 의지이고,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은 이해에 관계되는 둘째 강에 속한다.
  참조성서. 스바냐 3장 5,9,10절, 다니엘 11장 43절, 에스겔 27장 
22절, 시편 72편 7,10절, 열왕기상 10장 1,2절
14 “히데겔 강”은 이성(reason), 더 뾰족이 말하면 이성의 명민함
(clearrightedness)이다. “아시리아”는 합리적인 마음(rational mind)이
다. “아시리아를 향하여 동쪽으로 가는 강”이란 이성의 명민함은 주님
으로부터 내적 인간을 통하여 합리적인 마음에 와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것은 외적 인간에 속한다. “브라데”, 또는 “유브라데”는 
기억 속의 지식이고, 이것은 궁극점(ultimate), 경계선(bounda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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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도록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놓으셨다.

16절.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사람에
게 명령하여, 말하시기를. 너는 동산
의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

17절. 그러나 너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이유는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너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8절.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
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
지 않으니,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도
움(도울 자)을 만들리라.
19,20절.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지면
으로부터 들판의 모든 짐승과 하늘
의 모든 새들을 만들어 내셨다. 그리
고 사람이 그것들을 어떻게 부를 것
인지를 보시기 위해 그에게 데려왔

  참조 성서. 에스겔 31장 3,4절, 이사야 19장 23-25절, 미가 7장 
10-12절, 예레미야 2장 18절, 시편 80편 8,11절,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장 13,15절, 출애굽기 31장 3절, 35장 31절, 36장 1,2절.
15 “에덴의 동산”은 천적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동산을 경작
하고 돌본다”는 것은 천적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즐기도록 허락되
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요한복음 16장 13,14절, 3장 27
절.
16 “나무를 먹음”은 무엇이 참되고 선한 것인지를 지각으로부터 아는 
것이다. “나무”가 지각을 의미함은 이미 살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계시를 수단으로 참된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과 천사들과 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환상과 꿈을 수단으
로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가르침이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
이 되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지각을 가져 
그들의 기억에 보물로서 쌓아둔바 어느 것이 참되고 선한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챘다. 거짓된 어떤 것이 그 자체 그들에게 표출될 경
우 그들은 혐오하여 피했다. 이것은 천사들의 경우와 상태가 똑같다. 
그 뒤 이러한 태고 교회의 지각을 계승한 것은 이전에 계시 받았던 
것으로부터 참되고 선한 것에 관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그 뒤 말씀에
서 계시된 것으로부터 참되고 선한 것에 관한 지식이 있게 되었다.
17 위에서 설명한 것 까지 취합해서 생각하면 이 구절의 말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지각을 수단으로 
참되고 선한 것을 아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감에 속한 것이나 기억에 속한 것(객관적 지식)을 도구로 
해서 믿음의 신비들을 조사(탐구)하려 들면 안 된다 는 말이다. 그 이
유는 그럴 경우 믿음 속의 천적인 것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에스겔 29장 3,9절, 31장 16,18절.
*****************************************************
18 “홀로”란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아와 세
상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있을 도움”
이란 인간 고유의 것(man's Own)을 의미하는데, 곧 뒤이어 “갈비가 
여자로 건축됨”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참조 성서. 신명기 33장 28절, 민수기 23장 9절.
19,20 “짐승”은 천적인 애착(affection)들을, “하늘의 새”는 영적인 애
착들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짐승”은 의지에 속한 것을, “새”는 이
해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기 위해 사람
에게 데려 옴”이란 사람에게 의지와 이해 속의 것들에 관한 품질을 알 
권리를 주었음을 뜻한다. 그가 “그것들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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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혼
을 부르자,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20 그리고 사람은 모든 짐승에게, 
하늘의 새에게, 들판의 모든 야생 동
물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
과 함께 할 도움(도울 자))은 발견
되지 않았다.
21절. 여호와 하느님께서 깊은 잠이 
사람에게 떨어지게 하자, 그는 잤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갈비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신 그곳을 살로 폐쇄
하셨다(메우셨다).

22절. 여호와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부터 취한 갈비로 그분께서는 여자
를 건축하셨고, 그녀를 사람에게 데
려 왔다.

23절. 그리고 사람이 말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내라 불
리울 것인데 그 이유는 그녀가 남자
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
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 것이고, 그리

그 품질을 알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 의해 주어진 진리
에 관한 지식과 선에 한 애착들의 품질을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그 자신 쪽에 기울고 있었기에 앞 절과 똑같은 말, “거기에
는 그와 함께 할 도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졌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장 3,4절, 62장 2절, 43장 1절, 40장 26절, 계
시록 3장 4,5절.
21 가슴 부분에 있는 뼈인 “갈비”란 인간 (고유의) 것(man's Own)을 
의미한다. 이것 자체는 생명력이 거의 없으나, 인간은 이것을 단히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갈비를 신한 살”이란 생명력이 있는 자신을 
뜻한다. “깊은 잠”이란 인간이 그 자신인 것을 가지는 것이 자기 스스
로 해낸 듯 여겨짐이 허용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상태는 흡사 잠든 
것 같아 보인다. 그 이유가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자기가 사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등등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라는 것밖
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아는 것들이 거짓임
을 알기 시작할 때 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장 11절, 66장 14절, 시편 35편 10절, 에스겔 
37장 1,4-6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이사야 29
장 10절, 예레미야 51장 57절.
22 “건축함(build)”은 뉘여있던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갈비”는 생기 없는 인간 자신을, “여자”는 주님에 의해 생기 있게 된 
인간 자체를 의미한다. “그분께서 그녀를 사람에게 데려 옴”이란 그 
자신인 것을 그에게 수여했음을 뜻한다. 이 교회의 후손들은 그들 선
조들 처럼 천적 인간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도하기를 원하여 자신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수여된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인간 자신은 주님에 의해 생명력을 가
지기 때문에 이를 “여자”라 불리웠는데 후에는 “아내”로 일컬어진다.
  참조 성서. 이사야 61장 4절, 예레미야 31장 4,22절.
23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란 외적 인간 (고유)에 속한 것, 외적 
인간 자체(Own)를 의미한다. “뼈”는 생기가 별로 있지 않은 인간 자
신을, “살”은 생기 있는 인간 자신이다. 남자는 내적 인간을 의미한다. 
남자가 여자와 짝을 이룰 경우, 즉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과 짝을 하
면 전에는 “여자”라 불려졌던 자신은 “아내”로 명명되어진다. “이제”란 
상태의 변화가 결과되었음을 뜻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9장 14절, 사사기 9장 2절, 사무엘하 5장 1절, 
이사야 41장 28절, 예레미야 5장 1절.
24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남”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을 임신하여 낳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함”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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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은 한 몸이리라.

25절. 그리고 그들, 남자와 그의 아
내는 벌거벗고 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몸이다”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육체 안에 함께 있다. 다시 말해 
전에는 내적 인간, 그리고 내적 인간으로부터 나온 외적 인간이 영
(spirit)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몸이 되었다. 그리하여 천적 생명
과 영적 생명은 하나로서 행동하도록 그 자신(own)에 단히 가까이 
인접해 있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0장 5-9절.
25 그들이 “벌거벘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란 그들은 순진하였음을 
의미한다. 주님은 순진을 받기 어려워함을 예방하시기 위해 내적 인간
과 외적 인간 자신들 안으로 순진을 은근히 주입해 놓으셨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0장 14-16절.

내적 의미 요약
  죽어 있음으로부터 인간이 영적으로, 그 다음 천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취급되어 진다. (1절)
  천적 인간이 일곱째 날이다, 이 날에 주님은 쉬신다. (2,3,절)
  그의 지식과 그의 합리성이 안개로 적셔진 지면으로부터의 키가 작
은 나무, shrub 와 풀잎, herb 으로 묘사되고 있다. (5,6,절)
  그의 생명은 그에게 생명들의 숨을 불어 넣음으로 묘사되고 있다. 
(7절)
  그 후에 그의 총명이 동쪽,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안에서 시각을 즐겁게 하는 나무들은 진리를 지각함들이다,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은 선을 지각함들이다. 사랑은 생명들의 나무, the 
tree of lives 로, 믿음은 지식의 나무로 의미되고 있다. (8,9절)
  지혜는 에덴에 있는 강으로 의미되고 있다. 거기로부터 네 강들이 
있었다, 첫째 강은 선과 진리인 것, 둘째는 선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
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다. 이것들은 내적 인간 속에 있다. 셋째는 추
론이고, 넷째는 기억 속의 지식이다. 이것들은 외적 인간 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로부터 있고,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
로부터 이다. (10-14절)
  천적 인간이 위와 같은 동산이다. 그러나 동산은 주님의 것인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기도록 허락되어졌을 뿐, 그것들을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라는 것은 아니다. (15절) 
  또한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지각을 수단으로 하여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는 그것을 실시하되 자신과 세상으로부터는 안되며, 감각 속의 것들과 
기억 속의 지식을 수단으로 하여 믿음의 신비들을 수색해서도 안된다. 
이런 짓은 그의 천적인 본성을 죽게 하는 원인이다. (16,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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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뱀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만드
신 들판의 여느 야생 동물 보다 
더 미묘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
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더러 동
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2 그러자 여인이 뱀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
을 수 있지만
3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하느님께서 말하
셨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만
지지도 말라, 네가 죽지 않기 위
해서이다.
4 그리고 뱀이 여인에게 말했다, 
너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5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들이 열
려질 것이고, 네가 선과 악을 앎
에서 하느님 같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서이다.
6 그리고 여인은 그 나무가 양식
을 위해 좋고, 눈을 기쁘게하고, 
총명을 주고 싶어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열매를 취해서 먹
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그

3
내적 의미 해설

1절.  “뱀”은 여기서 인간의 감각적 부분을 뜻하고 있다. 인간은 이 
부분을 신뢰한다. “들판의 야생 동물”은 외적 인간의 모든 애착
(affecton)을, “여자”는 인간 자신을, “하느님께서 너더러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했느냐?”란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여
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태고 교회의 세 번째 후손들이다. 이 후손들
은 자기들이 보았고 느꼈기에 그렇다 라고 하지 않으면 계시된 것일
지라 해도 믿지 않기를 시작했다. 이들의 첫 상태의 하나인 의심함이 
이 절과 다음 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참조 성서. 시편 140편 3절, 아모스 5장 19,20절, 예레미야 46장 
22-24절, 욥 20장 16,17절,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태고 교회로부터 후손들에게 계시된 
선과 진리이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그들은 그 열매
를 먹어서는 안된다”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그들 스스로로부터 배워서는 안된다. “그 열매는 만지지 말라”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는 그들 스스로로부터서, 또는 오감과 기억 속의 지식
(객관적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는 생각해보는 것 조차도 금지되어 있
다. “네가 죽지 않기 위해서”란 믿음, 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멸해지
기 때문에...
4,5절.  그들의 “눈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열려진다”란 만일 그들
이 감각 속의 것과 지식 속의 것으로부터, 즉 자신들 속의 것으로부터 
믿음에 관한 것을 검사하려 한다면, 그들은 믿음에 관한 것들이 마치 
오류투성이인 것처럼 명백히 보고야 말 것 임을 의미한다. 그들이 “선
과 악을 앎에서 하느님 같이” 될 것이다란 만일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인 냥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명시
한다. 
6절.  “양식을 위해 좋은 것”이란 탐욕(cupidity)을 의미한다. “눈을 
기쁘게 함”은 공상(phantasy)을 의미하고, “총명을 주고 싶어함”은 쾌
락(pleasure)을 의미한다. 위의 것들이 인간 자신, 또는 “여자” 속에 
있다. “남편이 먹음”은 합리성이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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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는 먹었다.
7 그리고 그들 모두의 눈이 열려
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벌
거벘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
은 무화과 나뭇잎을 꿰맸다. 그리
고 자신들이 띠를 만들었다. 

8 그리고 그들은 낮의 공기에서 
동산을 스스로 거니시고 있는 여
호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사람과 그의 아내는 여호
와 하느님의 얼굴로부터 동산의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다.

9 여호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소리치셨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어디있느냐? 라고 말하셨다.
10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7절.  그들의 “눈이 열려짐”은 내면의 지령으로부터 “자기들이 벌거벘
었다는 것”, 즉 자기들은 더 이상 순진함에 있지 않고 악 가운데 있음
을 내면의 지령(interior dictate)으로부터 알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나뭇잎을 꿰관매는”것은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그들 자신들이 띠를 만듬”은 부끄럽다고 생각 하였음
을 의미한다. 태고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고 그 교회의 후손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는데, 그들은 오래전에 즐겼던 순진함 신 이제는 
자연적 선함 만을 소유했고, 이 선함을 수단으로 그들의 악은 숨겨졌
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적 선에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참조 성서. 민수기 24장 3절, 사무엘상 14장 29절, 시편 13편 3절, 
에스겔 12장 2절, 이사야 6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42장 7
절, 29장 18절, 에스겔 16장 22절, 23장 29절, 계시록 3장 18절, 16
장 15절, 신명기 24장 1절, 출애굽기 28장 42,43절, 이사야 5장 21
절, 47장 10,11절, 예레미야 51장 17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예레미
야 8장 12,13절, 호세아 9장 10절, 요엘 2장 22절.
8절.  “여호와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 자체 동산에서 거닐고 있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내적 지령(internal dictate)을 의미한다. 이 지
령은 그들이 소유했던 지각의 찌꺼기이다. “낮”의 “공기, air” 또는 “숨, 
breath”이란 그 교회가 아직 지각의 찌꺼기의 얼마 만큼을 소유했던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자신들을 여호와 하느님의 얼굴로부터 숨겼
다”란 지령을 두려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자기 안의 것이 악 
임을 눈치 챈 이들에게 따라 붙는 두려움과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자
신들을 숨긴 “동산의 나무 사이, midst of the tree of the garden”란 
자연적 선을 의미한다. 가장 안쪽인 것이 “...사이”라 불리고 있다. “나
무”가 지각을 의미함은 이미 살핀바 있다. 그러나 이 지각이 거의 남
아 있지 않은 상태인바 본문에서 나무들 사이라 말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해서 나무 사이라 말하여 지각이 흡사 한 개 밖에 남은 것이 없
는 듯 우리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참조 성서. 계시록 10장 3,7절, 시편 68편 32,33절, 29편 3-5, 
7-9절, 이사야 30장 30,31절, 40장 3,6절, 요한복음 9장 4절, 민수기 
6장 25,26절, 시편 67편 1절, 4편 6절, 이사야 63장 7-9절, 59장 2
절, 예레미야 8장 12,13절.
9,10절.  “소리침”, “동산에서 목소리”, “벌거벗어 두려워함”, “자신을 
숨김”등은 이미 앞에서 살핀바 있어 생략한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맨 먼저 인간에게 묻는 것은 말씀에서 매우 흔한 
일에 속한다. 묻는 까닭은 그가 그에 해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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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
고, 벌거벘었기에 나는 두려워져
서 나자신을 숨겼습니다.
11 그리고 그분께서 말하셨다, 
누가 네가 벌거벘었다고 너에게 
말했느냐? 너는 내가 먹지 말아
야 한다고 명령한 나무룰 먹었느
냐?
12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당신
께서 나에게 여자를 주셨고, 그녀
가 나에게 나무를 주어 내가 먹
었습니다.
13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여
자에게 말했다, 왜 너는 이런 짓
을 했느냐? 그리고 여자가 말했
다,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그래
서 나는 먹었습니다.

****************************
14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께서 뱀
에게 말하셨다, 네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짐승, 들
판의 모든 야생 동물을 초월하여
(above) 저주되고, 배로 다닐 것

문이다. 

11-13절.  위 말들의 의미는 전에 설명했던 것으로부터 분명해진다. 
즉 인간의 합리성이 자기 자신에 의해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고통
받게 했다. 그 이유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친애(dear)했기 때문이
다. 여호와 하느님이 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아예 뱀이 있지 않
았다는 것, 또는 그분께서 뱀으로 의미된 감각적인 부분에 말을 건 것
은 아닐 거다 라는 것 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위 말씀의 의미를 보
충 설명하면 이렇다. 그들은 오감에 의해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지각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에 관한 믿음, 
자기들이 주님에 관하여 들었던 것에 관한 진리를 자기들이 믿어 주
기에 앞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내적 의미 요약
  태고 교회의 세 번째 상태가 취급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을 사
랑하는 만큼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를 바랬다. 
  자아를 사랑함, 즉 그들은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감각을 수단으로 납
득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감각적인 부분은 “뱀”으로, 
자아 사랑 또는 그들 자신의 사랑은 “여자”로, 합리적인 것은 “남자”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뱀”, 또는 감각적인 부분은 주님에 관련된 신앙에 속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그러한지 여부를 조회해보라고 설득했다. 이것이 “지
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남자의 합리성이 동의함이 “그가 먹었다”로 의
미되었다. (1-6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악 안에 있다는 것을 지각했다. 이로부터의 
지각의 잔존물이 그들의 “눈이 열려짐”으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의미되고 있다. (7,8절),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띠를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부터, (7절)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워함, 
또는 동산의 한가운데에서 숨음으로부터, (8,9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10-13절) 명백한 것은 자연적인 선함은 
아직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
14절.  “여호와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하셨다”란 그들은 (자기들의 타
락의) 원인이 자기들의 감각적인 부분(sensuous part)에 있음을 지각
했음을 의미한다. “뱀은 모든 짐승과 들판의 모든 야생 동물과는 달리
(above) 저주했다”란 그들의 감각적인 부분이 스스로 천국적인 것으
로부터 비켜 육체(body) 속에 있는 것들 쪽으로 돌아 섬으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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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네 사는 날 동안 너는 먼지
를 먹게 되리라.

15 그리고 나는 너와 여자 사이
에, 그리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
이에 증오(enmity)를 놓을 것이
다. 그는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
고, 너는 그의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16 그리고 여자에게 그분은 말하
시기를, 내가 슬픔과 임신을 크게 
늘릴 것이다. 슬픔 가운데 너는 
아들들을 낳을 것이고, 너의 순종
함이 너의 사람(남자)에게 있어, 
그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저주했음을 의미한다. 전과 같이 여기서도 “짐승”, “들판의 야생 동물”
은 애착들을 의미한다. “뱀이 배로 다님”은 그들의 감각적인 부분은 
더 이상 천국에 속하는 위 쪽을 쳐다볼 수 없고 오로지 육체와 땅에 
속한 아래 쪽만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사는 날 동안 먼지를 
먹는다”란 그들의 감각적인 부분은 육체와 땅에 속한 것 말고는 그 어
떤 것 가지고도 살 수 없게 되었음을, 바꿔 말하면 그것은 지옥
(infernal)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편 9,10절, 44편 24-26절, 요나 2장2절, 레우기 
26장 13절, 미가 2장 3절, 예레미야 애가 1장 8,13절, 이사야 44장 
24,25절, 미가 7장 14,16,17절, 시편 72편 9절, 이사야 65장 25절,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이 구절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강림에 관한 첫 예언임은 
체로 많은 이들이 알아채고 있다. 그런 이유가 이 구절의 단어들은 단
어 자체 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해서 유 인들 조차도 이 구절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구절의 단어들, 
즉 “뱀”, “여자”,“뱀의 씨”, “여자의 씨”, “짓밟아 뭉개질 뱀의 머리”, 
“뱀이 상처 입힐 뒤꿈치”등등이 무엇을 특별히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자가 없는 바 설명을 추가한다. 이 구절의 “뱀”은 일반적 측면에서 모
든 악을 뜻하는데, 더 뾰족히 말하면 자아를 사랑함(love of self)을 
뜻한다.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 “뱀의 씨”는 모든 불신앙 (infidelity)
을, “여인의 씨”는 주님에 한 신앙을, “그, He”는 주님 자신을, “뱀의 
머리”는 일반적으로 악의 지배(권력)을, 특별히 자아 사랑이 지배함을, 
“짓밟음”은 의기소침됨(depression)을, 짓밟은 이유는 “배로 다니고 먼
지를 먹도록”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뒤꿈치”란 가장 낮은 자연(the 
lowest natural), 예를 들면 유형적, 육체적 물질적(corporeal)인 것을 
뜻하는데, 뱀은 이런 것들에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뿐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장 29절, 59장 5절, 계시록 12장 1,4,13절, 이
사야 54장 5,6절, 말라기 2장 14절, 계시록 21장 2,9절,이사야 1장 4
절 57장 3,4절, 14장 19,20절, 말라기 2장 14,15절, 이사야 44장 3
절, 계시록 12장 17절, 시편 89편 3,4,29,36절, 이사야 14장 12-15
절, 계시록 12장 3,9절, 시편 110편 1,2,6,7편, 이사야 26장 4-6절, 
28장 2,3절, 창세기 49장 17절, 시편 49편 5절, 창세기 25장 26절.
16절.  “여자”는 푸로프리움(proprium)과 관련되는 교회, 다시 말해 
자신 (고유의) 것에 집착함으로 뒤집혀진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을 이 
교회가 사랑했다. “슬픔을 크게 늘린다”란 전투와 전투로 야기되는 불
안을 의미한다. “임신”은 모든 생각을, “그녀가 슬픔 가운데 낳는 아
들”은 그 교회가 생산하는 진리들을, “사람”이란 전과 같이 여기서도 
그 교회가 순종할 합리성과 그 교회를 지배할 합리성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9장 11,12절, 13장 13절, 이사야 23장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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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사람에게 그분은 말하
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여 
말한 나무를 먹었기에 너 때문에 
지면은 저주된바 너는 네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큰 슬픔 가운데 
땅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18 그리고 지면은 너에게 가시와 
엉컹퀴를 산출하고, 너는 들판의 
풀잎을 먹으리라.

19 네가 지면으로 되돌아 갈 때
까지 너는 네 얼굴의 땀 속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그 이유가 너
는 먼지인 바 먼지로 되돌아 가
야 하기 때문이다.

66장 7-9절, 마태복음 13장 37,38절.
17절.  “사람이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이란 사람(남자)가 
동의 했음, 또는 합리성이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합리성 역시 돌아섰다. 또는 스스로 저주되었다. 그 결과 지면으로 의
미된 외적 인간도 스스로 저주 되었는바 이것이 “너 때문에 지면이 저
주되었다”로 명시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슬픔 가운데 먹는다”란 이 
교회의 생명의 미래 상태는 불쌍할 것임을,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 
까지에서 조차도, 즉 “네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불쌍할 것임을 뜻한다.
18절 “가시와 엉컹퀴”란 저주와 황폐(벗어남,vastation, deviation, 
declension, falling away)를 뜻한다. 그리고 “너는 들판의 풀잎을 먹
을 것이다”란 그가 야생 동물 같이 살 것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그의 
내적 인간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서만 외적 인간에게 관여할 만큼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는 야생 동물 처럼 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내적 인간을 통하여 받는 만큼에서만 사람
이고, 그의 외적 인간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부터서는 야생 동물이
나 별반 차이가 없다. 즉 그런 인간은 야생 동물 비슷한 본성, 욕구, 
식욕, 공상, 감각, 비슷한 육체 기관을 지닐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추
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추론함이 마치 제 스스로인 냥 보인다
는 것, 이를 꼼꼼하게 말하면 그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유입(the influx of life) 수단인 영적 물질(the spiritual substance )
로부터 가진 것인데, 이것들은 이런 인간 안에서는 제 궤도를 벗어나 
곡해되어 악의 생명이 되고 있다. 이것은 죽은 것인 바 이로부터 그는 
죽은 자라 불린다.
  참조 성서. 호세아 9장 6절, 10장 8절, 이사야 32장 12,13절, 에스
겔 28장 24절, 다니엘 4장 25절, 이사야 37장 26,27절.
19절.  “얼굴의 땀 속에서 빵을 먹는다”란 천적인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취해졌던 지면으로 되돌아 감”이란 거듭나기 전
의 상태인 외적 인간으로 거슬러 되돌아 감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되돌아 가라”란 그는 죄있는 바 지옥이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6장 58절, 마태복음 4장 4절, 민수기 21장 5,6
절, 시편 22편 29절, 104편 29절.

내적 의미 요약
  홍수 쪽으로 내려가는 교회 뒤를 이어 있는 상태가 여기서 묘사되
고 있다. 그리고 교회 그 자체 깡그리 파괴되는 그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이 예고되어지고 있다.  
  감각에 의해 납득되어질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기꺼이 믿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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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리고 사람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는데 그 이유
는 그녀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skin) 코트(옷)를 만드셨고, 그
들에게 옷을 입혔다.
22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
하시기를, 보라 사람이 선과 악을 
앎에서 우리 중의 하나 같이 되
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손을 내

어 생명들의 나무 역시 가져 

다는 “뱀”인 감각적인 부분은 그 자체 저주되었고, 그리고 지옥적인 
것이 되었다. (14절)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님
께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15절)
  교회가 “여인”으로 더 묘사된다. 이 교회는 비록 합리성이 “다스리도
록”그들에게 주어졌긴 해도 진리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을 수준까지 
자기 자신, 또는 자아를 사랑했다. (16절)
  그 다음 합리성의 품질이 묘사되고 있다. 즉 그것은 동의했다, 그리
고 지옥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추론, reason 은 더 이상 남아 있
지 않았고, 논리를 더듬어 사고함, ratiocinate 만이 있게 되었다. (17
절)
  저주와 황폐됨이 묘사된다, 그리고 그들의 야생적 본성이 묘사된다. 
(18절)
  다음 그들이 믿음과 사랑 속의 모든 것을 혐오함,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다로부터 사람 아니다로 되었다. (19절)

***********************************************
20절.  이 구절의 “사람”은 태고 교회의 사람, 또는 천적 인간을 뜻하
고 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는 교회
를 뜻한다. 그녀는 “어머니”라 불리는데 그녀가 첫 번째 교회이다. 더
불어 이 교회는 생명 자체이신 주님에 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에 
“생명 있다”이다. “이브”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0장 1절, 예레미야 50장 12절, 에스겔 16장 45
절, 19장 10절, 예레미야 5장 2절, 12장 16절, 16장 14,15절, 23장 7
절, 에스겔 5장 11절, 다니엘 4장 34절, 계시록 4장 10절, 5장 14절, 
10장 6절, 시편 36편 9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사야 38장 11절, 
53장 8절, 에스겔 26장 20절, 32장 23-27,32절, 시편 27편 13절, 
52편 5절, 142편 5절, 66편 9절, 69편 28절,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 호세아 6장 2절, 시편 85편 6절, 이사야 26장 14절, 
에스겔 32장 23-26,28-31절, 마태복음 4장 16절, 요한복음 5장 25
절, 8장 21,24,51,52절, 이사야 25장 8절, 28장 15절.
21절.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영적 선과 자연적 선 속에서 가르치
셨음을 의미한다. 그분이 그들을 가르침은 “만듦”과 “코트”에 의해 표
현되었고 영적 선과 자연적 선은 “가죽 코트”에서 표현되고 있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장 10절, 이사야 52장 1절, 계시록 3장 4,5절.
22절.  이 구절 처음의 “여호와 하느님”은 한 분 즉 단수로 언급되지
만 후반부에서는 “우리”라 하여 복수로 언급된 이유는 단수로 표현된 
“여호와 하느님”은 주님을 의미하고 동시에 복수 즉 “우리”로 표현된 
“여호와 하느님”은 천사들의 천국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앎”이란 그가 천적인 수준에 이른 것, 즉 슬기롭고 총명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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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리
라.

23 그러므로 여호와 하느님께서
는 그를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내
보내어 그가 있어지게 했던 지면
을 경작하게 하셨다.
24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쫒아내
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룹들이 동
쪽으로부터 에덴의 동산을 향하
여 살게 만드셨고, 그 자체 회전
하는 검의 불꽃이 생명들의 나무
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을 의미한다. “그가 손을 내 어 생명들의 나무 또한 가져 가지 않도
록”이란 그는 믿음의 신비에 관해 정통해져서는 절  안됨을 뜻한다. 
그이유가 정통해진 다음 “영원히 사는” 것, 즉 그는 결코  구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설명하면, “생명들의 나무를 취하고 먹는다”란 사랑
과 믿음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할 정도로 아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나무는 복수인 생명들의 나무로 말해져서 사랑과 믿음을 명시
해놓고 있다. “먹는다”란 아는 것을 뜻한다. “영원히 산다”란 육체를 
지니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사후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산다는 
것을 뜻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9장 4,5절, 55장 7절, 시편 18편 2,28,29,31절, 
31장 14절, 시편 82편 1절, 89편 6절, 136편 2,3절, 82편 6절, 요한
복음 10장 34,35절, 출애굽기 7장 1절, 요한복음 12장 40절, 마태복
음 13장 13절, 이사야 6장 9,10절, 6장 12절, 에스겔 13장 18,19절.
23절.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음”이란 모든 총명과 지혜가 박탈되는 
것이다. “그를 얻어냈던 지면을 경작함”이란 거듭나기 전의 상태인 육
체의 상태가 됨이다.
24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선에 관한 모든 의지와 진리에 관련된 
모든 이해를 깡그리 박탈하는 것인 바 그는 박탈된 만큼에서 선과 진
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그룹
들이 동쪽으로부터 산다”란 그가 믿음의 비 스런 것에 들어감을 금하
는 것이다. 그 이유가 “에덴의 동산을 향한 동쪽”은 천적인 것, 그리고 
이것으로부터의 총명이기 때문이다. “그룹들”은 인간이 믿음 속의 것
들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스
스로 회전하는 검의 불꽃”이란 믿음의 신비에 진입하기를 원할 정도로 
미친듯한 탐욕과 설득력을 지닌 자아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들
은 육체와 지상에 속한 것에 도취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생명들의 나무의 길을 지키는” 목적, 즉 거룩한 것들을 모독함을 예
방해 주시려는 목적 때문에서 이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5장 18-21절, 26장 1,31절, 열왕기상 6장 
23-29,3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 에스겔 9장 
3-7절, 10장 2,7절, 21장 9,10,14,15절.

내적 의미 요약
  태고 교회, 그리고 타락한 이들이 여기서 간략하게 취급된다. 또한 
이 교회가 종료될 때, 그 교회의 후손은 홍수 아래로 침수된다. 
  천적 수준이었던 태고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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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그리고 사람이 그의 아내 이브
를 알았고,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
고, 그리고 가인을 낳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2 그녀는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아 
추가했다. 그리고 아벨은 양떼의 
목자였고, 가인은 지면의 경작자
였다. 

속의 생명이 “이브”라 불리고, 그리고 “모든 산 것의 어머니”라 일컬어
지고 있다. (20절)
  첫 후손에 관해서, 그 안에는 천적인 영적 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것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후손에 관해서, 그 안에는 자연적 선이 있었
다. 이 선이 “여호와 하느님께서 사람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든 가죽 
옷”으로 의미되고 있다. (21절) 
  네 번째 후손에 관해서, 이 후손 안에서 자연적 선이 흐트려지기 시
작했다. 만일 그들이 믿음 속의 천적인 것들로 훈육된다거나 새로이 
창조되겠다고 한다면 그 선은 멸해지고 말리라. 이것이 “그가 손을 내

어 생명들의 나무를 가져다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으로 의미되고 
있다. (22절)
  다섯 번째 후손에 관하여, 이 후손에서 모든 선과 진리가 박탈되어 
졌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졌다, 이것이 
그가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내보내져 그가 취해진 지면을 경작하도록”
에서 의미되고 있다. (23절)
  여섯째와 일곱째 후손들에 관하여, 그 후손들 안에서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모든 기억적 지식이 박탈되어 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
신의 것인 육욕적인 사랑들과 설득들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는 그들
이 믿음 속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지 않도록 설비하심 이다. 이것이 
“몰아 냄, 그리고 그룹이 동산에서 거주하며, 불검을 가지고, 생명들의 
나무의 길을 지키도록...”으로 의미되고 있다. (24절)

4
내적 의미 해설

1절.  “사람과 그의 아내 이브”는 태고 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의 
첫 자식, 즉 첫 출생은 믿음(faith)이다. 이 믿음이 “가인”이라 불리고 
있다. 그녀가 말한 “나는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란 “가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닌 믿음은 그 자체 (사랑, 선행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6장 11절, 29장 32,33,35절, 출애굽기 17장 15
절.
2절.  태고 교회의 두 번째 자식(출생)은 선행(charity)인데 이 선행
이 “아벨”, “형제”로 의미되고 있다. “양떼의 목자”란 선행의 선이 움직
이게 하는 자를 명시한다. “지면의 경작자”란 선행이 전혀 없는 자이
다.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분리가 어느 정도이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장 23절, 40장 11절, 시편 80편 1절, 예레미
야 6장 2,3절, 에스겔 36장 37,38절, 이사야 60장 7절, 마가복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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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날들의 끝에서 가인은 
여호와께 예물로서 지면의 열매
를 가져왔다.

4 그리고 아벨, 그도 또한 자기 
양떼의 맏배와 그로부터의 지방
(fat)을 가져왔다. 그리고 여호와
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지켜
보셨다.

5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을 그
분은 지켜보시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의 노염이 극도로 지펴졌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떨구어졌다.

6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셨다, 왜 너의 노염이 지펴졌
느냐? 그리고 왜 네 얼굴이 (땅
으로) 떨어졌느냐?
7 만일 네가 잘 행동하고 있다면 
(얼굴을)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네가  잘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죄가 문에 드러눕는
다. 그리고 너에게 그의 바램이 
있다.  그런데 너는 그를 지배한

장 28-35절, 마태복음 22장 34-39절.
3절.  ‘날들의 끝’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를 뜻한다. “지면의 열매”란 
선행이 없는 믿음의 일들을, “여호와께 가져온 예물”은 이 믿음에서 
파생된 예배를 뜻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2장 1,2,4절, 17장 9,10절, 미가 7장 13절, 
아모스 2장 9절, 시편 21편 10절, 이사야 37장 31절, 4장 2절, 45장 
8절, 말라기 3장 2,3,4절, 에스겔 20장 40절, 스바냐 3장 10절.
4절.  “아벨”은 선행을 의미한다. “양떼의 맏배”는 거룩한 것, 즉 주님 
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fat)”은 천적 그 자체, 이것 역시 
주님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지켜
보심”이란 선행에 관한 것들과 선행에 바탕을 둔 모든 예배는 주님을 
매우 흡족하시게 함을 뜻한다.
  선행은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비(mercy)를 뜻한다. 그 이유
가 자신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인바, 즉 고통을 감내하는 자신을 향해 자비롭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13장 2, 12,15절, 민수기 3장 40-45절, 8장 
14-20절, 시편 89편 26,27절, 계시록 1장 5절, 출애굽기 29장 13,22
절, 레위기 3장 3,4,14절, 4장 8,9,19,26,31,35절, 8장 16,25절,레우기 
3장 14,16절, 3장 17절, 7장 23,25절, 이사야 55장 2절, 예레미야 31
장 14절, 시편 36장 8,9절, 시편 63편 5절, 민수기 18장 12절, 신명
기 32장 14절.
5절.  “가인”은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또는 이런 분리의 가능성
을 인정하는 교리를 의미한다. “그의 예물은 지켜보시지 않음”이란 그
의 예배는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인의 노염이 극도로 지펴졌고 
그의 얼굴은 떨구어졌다”란 그의 내면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노염”
은 선행이 떠났음을 명시했다. “얼굴들”은 내면들을, 이것들이 “떨구어
짐”은 내면들이 바뀌었음이다.
참조 성서. 시편 78편 49,50절, 이사야 45장 24절, 예레미야 3장 12
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심”이란 양심이 받아쓰기를 시킨 것
이다. “그의 노염이 지펴졌고 그의 얼굴(안색)이 떨어졌다”란 선행이 
떠났고 그의 내면들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7절.  “만일 네가 잘 행동하고 있다면 (얼굴을)들어 올린다”란 만일 
네가 호의적이면 너는 선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
일 네가 잘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죄가 문에 드러눕는다”란 만일 네가 
호의적이지 않다면 너는 선행 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악일 뿐임을 
의미한다. “너에게 그의 바램(desire)이 있다, 그런데 너는 그를 지배
한다”란 선행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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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그리고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
에게 말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들이 들판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향하여 일어나 
그를 죽였다.

****************************
9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셨다, 네 형제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
는 모릅니다, 제가 내 형제의 경
호인 입니까?

10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네
가 무엇을 저질렀느냐? 네 형제
의 피들의 목소리가 지면으로부
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다.

11 그리고 지금 너는 지면으로부
터 저주되었다. 지면은 네 손으로
부터 네 형제 아벨의 피들을 받
으려고 그 입을 열었다.
12 네가 지면을 경작할 때 이제
부터는 지면이 너에게 지면의 힘
을 더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 일 것이
다.

않는 이유는 믿음이 선행을 지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8절.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란 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가인”은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아벨은 선행을 의미한다. 선행은 믿음의 
형제이기에 여기서도 두 번씩 “그의 형제”라 말하고 있다. “들판”은 교
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가인이 그의 형제를 향해 일어
나 그를 죽였다”란 (신앙과 선행이) 분리되면 신앙은 선행을 절멸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8장 28,29,30절, 48장 13,14절, 이사야 19장 2
절, 예레미야 13장 14절, 아모스 1장 9절, 호세아 12장 2,3절, 창세기 
27장 40절, 누가복음 8장 21절, 마태복음 7장 24,26절, 예레미야 17
장 3절, 18장 14절, 예레미야 26장 18절, 미가 3장 12절, 에스겔 17
장 5절,24절, 여엘 1장 10,11,12절, 시편 96편 12절, 예레미야 12장 
4절, 이사야 55장 12절, 마태복음 24장 40절, 누가복음 17장 36절.

*************************************************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셨음”은 선행 또는 “형제 아벨”에 관한 
지령을 내부로부터 있게 한 어떤 지각력(perceptivity)을 의미한다. 가
인의 답, “나는 모릅니다. 제가 내 형제의 경호인 입니까?”란 믿음이 
두루 생각해본 결과 선행은 별 것도 아닌 바 선행에 도움이 되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더 심사숙고 한 결과 모든 믿음이 선행
의 모든 것을 거절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교리는 되어 
갔다.
10절. “네 형제의 목소리”란 폭력이 선행에 휘둘러졌음을 의미한다. 
“피들이 소리침”이란 죄있음을 고발함을, “지면”은 종파(schism), 또는 
이교(heresy)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장 21,22절, 예레미야 2장 33,34절, 호세아 4
장 2,3절, 에스겔 22장 2,3,4,6,9절, 7장 23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3,14절, 이사야 4장 4절, 59장 3절, 에스겔 16장 6,22절, 스바냐 1
장 9,10절, 이사야 65장 19절, 예레미야 48장 3절, 시편 34편 21절, 
에스겔 22장 4절.
11절. “너는 지면으로부터 저주되었다”란 종파를 통해 선행에서 분리
된 믿음은 선행을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땅이 그 입을 열었다”란 이
교가 선행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너로부터 네 형제의 
피들을 받는다”란 선행과 분리된 믿음이 선행에 폭력을 휘둘렀고 선행
을 멸절했음을 의미한다.
12절. “지면을 경작함”은 종파나 이교를 탐닉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
에게 그 힘을 더해주지 않을 것이다”란 열심히 재배하고 탐닉해봤자 
무모할 것(barren)임을 뜻한다.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이다”란 무엇
이 선하고 참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3,4, 아모스 4장 7,8절, 호세아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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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내 불법이 제거되어 질 수 있기
에는 너무 큼니다.

14 보라 당신께서 나를 지면의 
얼굴로부터 오늘 저를 축출하셨
고, 그리고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
가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땅
에서 도망자와 방랑자입니다. 그
리고 시간이 지나 나를 발견하는 
사람 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
구에게나 그 앙갚음이 일곱 배나 
있게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놓아 그를 발견하
는 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16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
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에덴의 동
쪽을 향하여 놋의  땅에서 거주
했다.

17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가
인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
름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16,17절, 예레미야 49장 28,30절, 이사야 22장 3절.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였다”란 어떤 내적 고통 때문에 돌출되
어 자기가 악했었다는 어떤 고백을 의미한다. “내 불법은 제거되어질 
수 있기에는 너무 크다”란 자기가 악했었다는 고백 때문에 있게 되는 
자포자기를 의미한다.
  이 구절로부터 나타나는 바는, 선에 관한 어떤 것이 아직은 가인에
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나마 조금 있던 선행으로부
터의 모든 선이 멸절되는 것이 19,23,24절의 라멕에 관한 언급으로부
터 명백해진다.
14절.  “지면의 얼굴로부터 축출됨”은 교회의 모든 진리와 분리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짐”이란 사랑으로부터의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에서 분리되어짐을 의미한다. “땅에서 도망자
와 방랑자이다”란 무엇이 참되고 선한지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발견
하는 모든 이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란 모든 악과 거짓이 그를 파
괴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6장 33,36,37절, 이사야 24장 16-20절, 예레
미야 49장 5절, 이사야 30장 16,17절.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 앙갚음이 일곱 배나 있는다”란 분
리된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에 폭행을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더럽힘
(sacrilege)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놓아 
그를 발견하는 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심”이란 주님께서 인류의 
사용을 위해 믿음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particular 
manner)으로 믿음을 구별해두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9장 12절, 시편 119편 164절, 이사야 30장 
26절, 다니엘 4장 16, 23, 32절,계시록 15장 1,6,7,8절, 11장 2절, 5
장 1절, 레위기 26장 18,21,24,28절, 시편 79편 12절, 에스겔 9장 4
절, 계시록 9장 4절, 신명기 6장 4,8절, 11장 13,18절, 이사야 66장 
18,19절, 시편 86편 16,17절.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갔다”란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선과 분리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가 놋의 땅
에 거주했다’란 진리와 선의 바깥쪽을 의미한다. “에덴의 동쪽을 향하
여”는 이전에 사랑이 통치했던 곳인 지적인 마음 근처를 의미한다.
  단어 “놋(Nod)”의 의미는 방랑자, 도망자이다. “동쪽”은 주님을, “에
덴”은 사랑을 의미한다.
17절.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임신했고, 에녹을 낳았다”
란 이 종파(schism) 또는 이 이교(heresy)가 그 자체 “에녹”이라 불
리는 또 다른 종파, 또는 이교를 생산했음을 의미한다. “그가 지은 성”
이란 가인으로부터 나온 교리적인 모든 것과 이교적인 모든 가르침을 
의미한다. 종파나 이교가 에녹이라 불려졌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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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이라 불렀다,

18 그리고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
어났다. 그리고 이랏은 므두야엘
을 낳았고, 므두야엘은 므드사엘
을 낳았고, 그리고 므드사엘은 라
멕을 낳았다.
19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
했다. 그 중 한 아내의 이름은 아
다였고, 그리고 다른 아내의 이름
은 실라였다.

20 아다가 야발을 낳았고, 야발
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조상이
었고, 육축을 했다.

21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고, 그는 하프와 오르간
을 연주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22 그리고 실라, 그녀는 두발-가
인을 낳았고, 놋쇠와 쇠를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였다. 그리
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불렀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참조 성서. 시편 46편 4절, 에스겔 48장 35절, 이사야 60장 10,14
절, 스가랴 8장 3절, 이사야 19장 18절, 22장 2절, 예레미야 13장 19
절, 예레미야 애가 2장 8,9절, 이사야 26장 1,2절, 25장 1,2,3, 민수기 
24장 18,19절, 이사야 24장 10,11절, 계시록 16장 17,19절, 17장 18
절.
18절.  위 이름들은 에녹이라 불리는 첫 번째 이교로부터 파생된 여
러 가지의 이교들(heresies)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름들 외에는 그들
에 관한 잔존하는 기록 같은 것은 없는 바 이름 외에 더 말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다. 굳이 뭔가 추적하려 한다면 이름이 파생된 근원을 
더듬는 정도일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랏”은 그가 “성으로부터 내려
옴”, 즉 “에녹”이라 불리는 이교로부터임 등이다.
19절.  “라멕”은 순서 로 보면 가인의 여섯 번째에 해당된다. 그에게
는 더 이상 어떤 믿음도 있지 않은 바 무용지물(vastation, laid 
waste)을 의미한다. 그의 “두 아내”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아다”는 이 새로운 교회의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어머
니를, “실라”는 자연적인 것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장 9,11,12절, 23장 8-끝절까지, 24장, 42장 
15-18절, 예레미야 25장, 다니엘 8장, 8장 24-끝절까지, 스바냐 1
장, 신명기 32장, 계시록 15장, 16장.
20절.  “아다”는 믿음 속의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의미함
은 이미 위에서 말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조상이었고, 
육축을 했다”란 사랑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교리, 그리고 그로부터 파
생된 선, 즉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5편 1,2절, 19편 4절, 61편 4절, 이사야 16장 5
절, 33장 20절, 예레미야 30장 18절, 아모스 9장 11절, 예레미야 4장 
20절, 10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 시편 27편 4,5,6절, 레위기 
23장 39-44절, 신명기 16장 13절, 호세아 12장 9절, 에스겔 34장 
14절, 이사야 30장 23절, 예레미야 31장 11,12절, 6장 3절.
21절.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다”란 아다와 똑같은 교회 속의 
영적인 것들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고, “하프와 오르간을 켜는 모든 자
의 조상”이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27편 6절, 33편 1-4절, 71편 22,23절, 147편 7절, 
149편 3절, 15편 3,4,5절, 43편 3,4절, 23편 16절, 계시록 5장 8절, 
시편 42편 5절, 69편 31절, 계시록 14장 2,3절, 15장 2절.
22절.  “실라”는 새로운 교회의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의미함은 
이미 말했다. “두발-가인, 구리와 쇠를 다루는 모든 기술공의 선생”이
란 자연적인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놋쇠”는 자연적 선
을, “쇠”는 자연적 진리를 명시한다. “나아마, 두발-가인의 누이”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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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 그리고 라멕이 그의 아내들, 
아다와 실라에게 말했다, 내 목소
리를 들어라, 너희  라멕의 아내
들이여, 그리고 너희 귀를 가지고 
내 연설을 지각하라.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부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 상처로 인해 어린 것
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24 만일 가인을 위해 일곱 배의 
앙갚음이 있다면, 진실로 라멕을 
위해서는 칠십 칠  배의 앙갚음
이 있을 것이다.
25 그리고 사람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
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아
벨 신 또 다른 씨를 지명하셨
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셋에게, 그에게도 역
시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
르기 시작했다.

발-가인과 유사한 교회, 또는 그 교회의 바깥쪽에 관한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8장 21,22절, 이사야 40장 19,20절, 예레미야 
10장 1,8,9절, 이사야 60장 16,17절, 에스겔 27장 13절, 신명기 8장 
9절, 1장 7절, 다니엘 10장 5,6절, 민수기 21장 9절, 에스겔 27장 
12,19절, 예레미야 15장 12,13절, 에스겔 4장 3절, 다니엘 2장 34,40
절, 계시록 2장 26,27절, 12장 5절, 19장 11,13,15절.
23절.  “라멕”은 무용지물, 황폐함을 의미함은 이미 말했다. 그가 “그
의 아내들, 아다와 실라에게 너희 귀를 가지고 내 연설을 지각하라 라
고 말했다”란 고백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그의 “아내들”로 의미되는 
교회가 있을 곳 만을 만들 수 있다는 고백이다. “내가 내 부상을 인해 
사람을 죽였다”란 그가 믿음을 소멸시켰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사
람”이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 상처로 인해 어린 것을 살해했
다”란 그가 선행 심을 소멸시켰음을 의미한다. “부상”, “상처”란 더 이
상 온전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부상”은 믿음이 황폐되었음(desolated)
을, “상처”는 선행 심이 황폐되었음(devastatied)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장 6절, 예레미야 44장 7절, 누가복음 18장 
15-17절, 이사야 9장 6절, 1장 6절.
24절.  이 말들은 그들이 “가인”으로 의미되는 믿음을 소멸했음, 즉 
폭력을 휘둘러 신성한 것을 더럽혔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믿음을 
통하여 태어나질 선행을 소멸했음, 즉 더 중 한 신성한 것에 속하는 
것인 선행을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죄가 있었는 바 이것
이 “칠십 칠 배의 앙갚음”이다.
25절.  “사람(homo)”과 그의“아내”는 이 구절의 경우 “아다와 실라”로 
의미된 새 교회(the new church)를 뜻한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그
의 이름은 셋인데 그는 새로운 믿음(a new faith)을 의미하고 이 믿
음을 수단으로 선행이 결과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하느님께서는 가
인이 죽인 아벨 신에 또 다른 씨를 지명했다”란 가인이 분리했고 소
멸했던 바로 그 선행이 이 교회에 주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26절.  “셋”은 선행을 있게 하는 믿음을 의미함은 이미 말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인데 그는 믿음의 제일 가는 원리가 선행임
을 주목해서 보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란 이 교회가 선행으로부터 예배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2: 8, 13: 4, 21: 33, 이사야 43: 22,23.

내적 의미 요약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리들, 또는 이교들이 여기서 다루어진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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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에 일으켜지는 새로운 교회가 “에노스”라 불리워진다.
  태고 교회는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거
기에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이 발생했다.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의 교리가 “가인”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인 선행(charity)이 “아벨”이라 불리운다. (1,2절)
  각각의 예배가 기술된다, 즉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의 예배는 
“가인의 예물로”, 선행의 예배는 “아벨의 예물”이다. (3,4절) 선행으로
부터의 예배는 수락될 수 있었으나, 분리된 믿음으로부터의 예배는 수
락될 수 없었다. (4,5절)
  분리된 믿음 속에 있었던 이들의 상태는 악이 되어 갔다는 것이 가
인의 “분노가 점화되고, 그의 얼굴은 땅으로 떨구어짐”으로 묘사되고 
있다. (5,6절)
  믿음의 품질은 선행으로부터 알려진다는 것, 그리고 만일 믿음이 제
일 인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선행 위로 드높히려 하지 않는다면, 선
행은 믿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 (7절)
  선행을 믿음과 분리하고 믿음을 선행 앞에 놓는 이들, 믿음을 선행
보다 우선시하는 이들 안에서 선행은 소멸된다는 것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함”으로 묘사되고 있다. (8,9절)
  꺼져버린 선행이 “피들의 목소리”라 불리고, (10절) 뒤집힌 교리는 
“지면으로부터 저주됨”이다. (11절) 거짓과 이로부터 근원되는 악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이다. (12절)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돌아서게 했을 때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위험 안에 있었다. 
(13,14절)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통하여 선행이 이식되어질 경우 이 
믿음은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어짐이 “표가 가인 위에 놓임”으로 의미
되고 있다. (15절)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전의 위치부터로 옮겨짐이 “가
인이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거주함”으로 명시되고 있다. (16절)
  이 이교의 확 됨이 “에노스”라 불린다. (17절)
  이 이교로부터 튀어나온 이교들이 그들의 이름에 의해 불리우게 되
고, 이것의 마지막이 “라멕”인데, 거기에는 남아있는 믿음이 아무 것도 
없다. (18절)
  그 다음 새로운 교회가 발생했다, 이것이 “아다”와 “실라”로 의미되
고, 그들의 아들들, 즉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에 의해 묘
사되고 있다. 즉 이 교회의 천적인 것은 “야발”로, 영적인 것은 “유발”
로,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두발-가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19-22
절)
  이 교회는 믿음과 선행의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 
이 교회는 믿음과 선행에 폭력을 휘둘러 가장 높은 수준의 (신성)모
독, sacrilegious 에 있었다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23,24절)
  주제의 요약이 주어지고 있다. “가인”으로 의미된 믿음이 선행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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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이것은 사람의 출생들에 관한 
책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
하셨던 그 날,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 로 그를 만드셨다.
2 그분은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
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
이 창조되던 그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3 사람은 일백 삼십 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습 로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
이라 불렀다.

4 그리고 그가 셋을 낳은 후 사
람의 날들이 팔백 년이었다, 그리
고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5 사람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구
백 삼십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6 그리고 셋은 일백 오 년을 살
았고, 에노스를 낳았다.

멸한 이 후, 새로운 믿음이 주님에 의해 주어진다. 즉 선행이 믿음에 
이식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셋”이라 불린다. (25절)
  믿음을 수단으로 이식된 선행이 “에노스”, 또는 또 다른 “사람, man, 
homo”이라 불리고, 이것은 이 교회의 이름이다. (26절)

5
내적 의미 해설

1절.  “출생들에 관한 책”은 태고 교회 속에 있던 이들의 목록표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날”은 그가 영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느님의 모습 로 만드셨다”란 그
가 천적인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태고 
교회에 관한 묘사이다.
2절.  “남성과 여성”란 믿음과 사랑의 사이에 있는 결혼을 의미한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란 이것이 교회(the church)임을, 
뾰족한 의미에서는 사람(Man, homo)으로 불려지는 교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6장 10,11,12절, 신명기 32장 7,8절, 예레미야 
4장 23,25절, 31장 27절, 이사야 2장 22절, 6장 12절, 24장 6절, 33
장 8,9절, 13장 12,13절.
3절.  “일백 삼십 년”이란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기 전 시간을 의미한
다. 이 새로운 교회는 태고의 사람들의 교회를 매우 닮지 않았다고 말
할 수는 없는 바, 이 교회는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습 로”라고 
말해진다. 여기서의 단어 “모습, likeness”은 믿음에 관계되고, “형상, 
image”은 사랑에 관계된다. 이 교회가 “셋”이라 불리우고 있다.
  참조 성서. 이사야 16장 14절, 21장 10절, 하박국 3장 2절, 이사야 
63장 4절, 계시록 20장 2,7절, 20장 4,5,6절.
4절.  “날들”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상태들을 의미한다. “아들들과 딸
들”은 태고 교회 사람들이 지각한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2장 4절, 시편 61장 6절, 77장 5절, 이사야 63
장 4절, 61장 2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요엘 2장 1,2절, 스가랴 
3장 9,10절, 14장 7절, 9장 13절,45편 10-17절, 이사야 37장 22절, 
22장 4절, 23장 10,12절, 에스겔 26장 6,8절.
5절.  “날”과 “년”은 시간과 상태들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음”은 태고 
교회가 향유했던 지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3장 1,2절, 예레미야 22장 26절.
6절.  “셋”은 이미 살핀 그 로 두 번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아버지
격인 태고 교회 보다는 덜 천적이긴 하나 그래도 태고 교회 반열에는 
낄 수있다. “그가 일백 오 년을 살았다”란 시간과 상태들을 의미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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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 칠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
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8 그리고 셋의 모든 날들은 구백 
십이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
다.
9 그리고 에노스는 구십 년을 살
았다, 그리고 게난을 낳았다.

10 그리고 에노스는 그가 게난을 
낳은 후 팔백 십오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1 그리고 에노스의 모든 날들은 
구백 오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12 게난은 칠십 년을 살았다, 그
리고 마하랄엘을 낳았다.
13 그리고 게난은 그가 마하랄엘
을 낳은 후 팔백 사십 년을 살았
고,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
다.
14 그리고 게난의 모든 날들은 
구백 십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15 그리고 마하랄렐은 육십 오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야렛을 낳았
다.
16 그리고 마하랄렐은 그가 야렛
을 낳은 후 팔백 삼십 년을 살았
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
다.
17 그리고 마하랄렐의 모든 날들
은 팔백 구십 오 년을 살았다, 그
리고 그는 죽었다.
18 그리고 야렛은 일백 육십 이 
년을 살았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

앞의 구절과 같다. “그가 에노스를 낳았다”란 그들로부터 에노스라 불
리는 또 다른 교회가 이어져 내려 왔음을 의미한다.
7,8절  “날들”과 “년”수는 앞에서와 같이 시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
가 “죽었다”는 의미 역시 같은 맥락이다.

9절.  “에노스”는 전과 같이 세 번째 교회를 의미한다. 이 교회는 두 
번째 교회 보다 더욱 덜 천적이었다. 하지만 이 교회 역시 태고 교회 
중의 하나였다. “게난”은 네 번째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앞의 
교회를 계승하고 있다.
10,11절.  여기서도 “날들”, “년 수”, “아들들과 딸들”, 그가 “죽음” 등
등이 의미하는 것은 똑같다.

12절.  “게난”은 네 번째 교회를 의미하고, “마하랄엘”은 다섯 번째 교
회이다.
13,14절.  “날들”과 “년 수”는 전과 같은 의미이고, “아들들과 딸들” 
역시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교인들은 지각을 가졌으나 
앞의 교회 보다 더욱 막연한 방법(general manner)으로 가졌다. 그가 
“죽었다”란 지각의 이런 상태가 중지됨을 의미함은 앞의 구절과도 같
다.

15절.  “마하랄렐”은 다섯 번째 교회를, “야렛”은 여섯 번째 교회를 의
미한다.
16,17절.  이 구절 역시 앞의 구절의 의미와 동일하다.

18절.  “야렛”은 여섯 번째 교회를, “에녹”은 일곱 번째 교회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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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 그리고 야렛은 그가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살았고, 아한
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0 그리고 야렛의 모든 날들은 
구백 육십 이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21 그리고 에녹은 육십 오년을 
살았다, 그리고 므두셀라를 낳았
다.
22 그리고 에녹은 그가 므두셀라
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
들을 낳았다.
23 에녹의 모든 날들은 삼백 육
십 오 년이었다.
24 그리고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있
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데려 가셨기 때문이다.
25 므두셀라는 일백 팔십 칠 년
을 살았다, 그리고 라멕을 낳았
다.
26 므두셀라는 그가 라멕을 낳은 
후 칠백 팔십 이 년을 살았다, 그
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7 그리고 므드셀라의 모든 날들
은 구백 육십 구 년이었다, 그리
고 그는 죽었다.
28 그리고 라멕은 일백 팔십 이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
다.
29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노
아라 불렀고, 말하기를, 그가 여
호와께서 저주하신 지면에서 우
리 손들의 수고와 우리의 일로부
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19,20절.  위 말들의 의미는 앞 절과 거의 동일하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나이가 앞의 절들이 말한 것같이, 즉 야렛은 구백 십이 년을 
살았다 라든가, 므두셀라는 구백 육십 이 년을 살았다와 같이 실지로 
오래 살지 않았음을 다음 장 3절, “그들의 날들은 일백 이십 년이 되
리라”는 구절에서 설명된다. 즉 년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나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간과 상태들을 의미한다.
21절.  “에녹”은 일곱 번째 교회를, “므두셀라”는 여덟 번째 교회를 뜻
한다.
22절.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란 믿음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진리들과 선들에 관한 교리적인 문
제들(matters)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6장 8절, 시편 56편 13절, 이사야 9장 1절,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8장 2절.
23,24절.  “에녹의 모든 날들이 삼백 육십 오 년이었다”란 그들이 소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은 믿
음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를 하느님
이 데려가셨기 때문이다”란 후세의 사용을 위해 이 교리를 보존하셨심
을 의미한다.
25절.  “므두셀라”는 여덟 번째 교회를, “라멕”은 아홉 번째 교회를 의
미한다.
26,27절.  이 구절도 상기 구절들과 동일하다.

28절.  “라멕”은 여기서 아홉 번째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교회
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각은 단히 일반적이고 희미해져서 거의 없
다시피 된 바 교회는 무용지물의 교회였다. “아들”은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의미한다.
29절.  “노아”는 고  교회(the Ancient Church)를 의미한다. “여호와
께서 저주하신 지면으로부터 우리 손들의 수고와 우리의 일로부터 우
리를 위로함”이란 교리를 의미한다. 이 교리를 수단으로 뒤집혀져 왜
곡되어갔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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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리고 라멕은 그가 노아를 
낳은 후 오백 구십 오 년을 살았
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
다.
31 그리고 라멕의 모든 날들은 
칠백 칠십 칠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32 그리고 노아는 오백 년의 아
들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다.”

30,31절.  “라멕”은 무용지물이 된 교회를 의미한다. “아들들과 딸들”
은 이런 교회의 출생과 개념들을 의미한다.

32절.  “노아”는 고  교회를 의미한다. “셈, 함, 야벳”은 세 개의 고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 교회들의 부모는 “노아”라 불리는 고  교회였
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은 홍수 직전까지 계속되는 세 들을 통하여 태고 교회가 널
리 퍼짐을 특별하게 취급한다. 
  태고 교회 자체, 이는 천적 수준이였고, “사람, Man, homo”, “하느
님의 모양”이라 불리고 있다. (1절)
  두 번 째 교회, 이는 태고 교회 만큼의 천적 수준은 아니었는데, 
“셋”이라 불리운다. (2,3절) 
  세 번 째 교회가 “에노스”, (6절). 네번째 교회가 “게난”. (9절) 다
섯 번째 교회가 “마할랄렐”. (12절) 여섯번째 교회가 “야렛”. (15절) 
일곱 번 째 교회가 “에녹”. (18절) 여덟번째 교회가 “므두셀라”. (21
절)
  “에녹”이라 불리는 교회는 태고 교회에 의해 지각되고 계시되었던 
것으로부터 골격을 짠 교리로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이 교리는 사용
된 것은 아니었을 지라도 후손의 사용을 위해 보존되어졌다. 이것이 
“에녹은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느님이 그를 데려갔기 때
문이다”라고 말해짐으로 의미되고 있다. (22,23,24절)
  아홉 번 째 교회가 “라멕”이라 불리고 있다. (25절)
  열 번 째 교회, 홍수 이후 세 교회들의 아버지인데, “노아”라 이름지
어졌다. 이 교회는 고  교회라 불리워지게 된다. (28,29절)
  “라멕”은 태고 교회가 향유했던 지각의 어떤 것도 보유하지 않은 것
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노아”는 새로운 교회로서 묘사되고 있다.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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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사람이 지면의 얼굴에서 그 자
신을 늘려가는 것을 시작하게 되
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2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
람의 딸들을 보니 그들이 선이었
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은 자
기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그 자
신에게 아내로 취했다.
3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의 영은 사람을 영원히 타이르
지 않으리라, 그 이유는 그는 육
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날
들은 일백 이십 년이리라.

4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
다. 그리고 특히 하느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이후,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낳았는
데, 네피림과 똑같은 용사가 되었
고, 이 용사들은 옛날에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
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람 속
의 악이 땅 위에 번창했고, 그리
고 그의 심정 속의 생각의 모든 

6
내적 의미 해설

1절.  “사람”은 여기서는 그 당시 존재하던 인류의 종족을 의미한다. 
“지면의 얼굴”은 교회가 있었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딸들”은 이 사
람의 의지에 관련되는 것들, 결과적으로 탐욕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장 1,2,9,12,16,20,21,25,26절, 19장 17,18절, 
24장 20,21절,예레미야 14장 4,5절, 23장 8절, 24장 8,9,10절, 25장 
5절, 에스겔 20장 41,42절, 말라기 3장 11,12절, 신명기 32장 43절, 
이사야 7장 16절, 20장 23,24절, 요엘 1장 10절, 민수기 13장 33절.
2절.  “딸들”은 탐욕을 의미함은 이미 말했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
람의 딸들을 보니 그들은 선이었다,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그 자
신에게 아내로 취했다”란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이 그 자체를 탐욕
과 결합시킨 것, 사실상 탐욕이라면 무엇이든 다 교리적인 것들과 결
합시켰음을 의미한다.
3절.  “나의 영이 사람을 영원히 타이르지 않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
하심”이란 사람은 더 이상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음을 의
미한다. “그가 육체(flesh)이기 때문이다”란 그가 물질적인(corporeal) 
인간이 되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의 날들은 일백 이십 년이리라”
란 그는 믿음에 관련해 주님께서 아껴두신 것(remains)을 가져야만 
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7장 16절, 요엘 2장 28절, 시편 65편 2절, 예
레미야 17장 5절, 에스겔 21장 4,5절, 스가랴 2장 13절, 이사야 31장 
3절, 9장 20절, 10장 18절, 40장 5,6절, 66장 16절, 시편 78편 39절, 
민수기 11장 32,33,34절, 이사야 5장 9,10절, 6장 12,13절, 에스겔 
45장 10,11,14절, 아모스 5장 2,3절, 6장 8,9절, 신명기 23장 3절, 말
라기 3장 10절, 신명기 26장 12절, 레위기 27장 30,31절, 신명기 10
장 4절.
4절.  “네피림”이란 자기들의 고고하고 탁월한 설득력을 통해 거룩하
고 참된 모든 것의 빛을 만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히 하느님
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 간 이후, 그들이 그들에게 낳았다”
란 자기들의 탐욕 안에 믿음 속의 교리들을 파묻고, 참된 것을 수단으
로 거짓된 것을 설득할 때 네피림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2장 10,11절, 이사야 14장 9절, 26장 14,19절, 
시편 88편 10절, 예레미야 51장 30절, 50장 36절, 46장 5,6,9절, 48
장 14,15,41절, 49장 22절, 31장 11절, 신명기 9장 1,2절.
5절. “여호와께서는 사람 속의 악이 땅 위에서 번창했음을 보셨다”란 
선한 의지가 없어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심정 속의 생각
의 모든 상상은 매일 악할 뿐이었다”란 참됨과 선에 관한 지각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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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들이 매일 악할 뿐임을 보셨
다.
6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
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되게 했다, 
그리고 그분으로하여금 그분의 
심정에서 몹시 슬퍼하게 했다.

7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는 내가 지면의 얼굴에 창조했
던 사람을 파괴하리라. 사람과 짐
승, 기는 것들, 하늘의 새를 파괴
하리라. 그 이유는 나는 내가 그
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했기 때문
이다.

8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서 은총을 발견했다.

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하박국 2장 18절, 이사야 29장 16절, 시편 103편 14절, 
신명기 31장 21절.
6절.  “그분이 후회하셨다”란 자비를 의미한다. “그분이 심정에서 슬퍼
하셨다” 역시 자비를 의미한다. 단지 “후회”는 지혜 쪽과 관련이 있고, 
“슬퍼함”은 사랑 쪽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참조 성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민수기 23장 19절, 에스겔 5장 13
절, 스가랴 8장 14,15절, 출애굽기 32장 12,14절, 요나 3장 9절, 호세
아 11장 8,9절, 요엘 2장 13절, 예레미야 26장 3절,18장 8절.
7절.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내가 사람을 파괴하리라”란 사람이 그 
자신을 소멸할 것임을 의미한다. “지면의 얼굴에 내가 창조한 것”이란 
태고 교회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과 짐승, 기는 것”
이란 그가 의지에 속한 것은 전부 소멸할 것임을, “하늘의 새들”이란 
이해 또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소멸할 것임을 의미한
다. “나는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란 불쌍히 여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8장 7,10절, 출애굽기 12장 12,29절, 예레미야 
33장 5절, 시편 78편 49절, 아모스 3장 6절,계시록 15장 1,7절, 16장 
1절.
8절.  “노아”는 새로운 교회를 의미한다. 그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
을 발견했다”란 주님께서 인류가 이런 식이라면 구원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하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장 18절, 창세기 19장 19절.

내적 의미 요약
  여기서 취급하는 주제는 홍수 이 전 사람들의 상태이다.
  교회가 있었던 곳인 사람과 더불어 “딸들”인 탐욕들이 군림하기 시
작했다. 또한 그들은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에 그들의 탐욕들을 합
쳤다는 것, 그러므로해서 자신들을 악들과 거짓들 안에서 확증했다는 
것이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자신들에게 데려왔다”
로 의미되고 있다. (1,2절)
  이러므로해서 거기에는 주님께서 아껴두실 선과 진리가 하나도 있
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아껴두실 것들을 인
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인간은 다르게 만들어 
내야 하리라고 예언해두신다. 이 아껴두실 것, remains 이 “일백 이십 
년”이다. (3절)
  그들의 탐욕 안에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침수시킨 이들, 그리
고 이것과 자아를 사랑함의 결과에서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위
함을 드러내게 하는 가공할만한 설득이 창안 되었다. 이것이 “네피림”



창세기 6 - 49 -

****************************
9 이것들은 노아로부터의 출생들
이다. 노아는 그의 세 에서 올바
른 자요 완전한 사람이였다. 노아
는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10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11 그리고 땅은 하느님 앞에서 
부패되어 있었다. 그리고 땅은 폭
행으로 채워져 있었다. 

12 그리고 하느님께서 땅을 보셨
다, 그리고 들여다 보니 그것은 
부패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것의 길을 타락
시켰기 때문이다.

이다. (4절)  
  이런 결과로 선과 진리에 관한 어떤 지각도, 의지도 남아 있지 않았
다. (5절)
  주님의 자비가 “후회하시고 심정에서 슬퍼하심”으로 묘사되어져 있
다. (6절)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설득함이 그들에게 치명적임을 입증
할 필요가 있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 (7절) 그러므로 
인류가 구원되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교회가 “노아”이다. (8절)

*********************************************************
9절.  “노아로부터의 출생들”이란 새로운 교회의 재구성 또는 거듭남
에 관한 특별한 것에 관한 설명이다. “노아는 그의 세 에서 올바르고 
완전한 사람이였다”란 그에게는 선행이 부여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올바름”(just, righteous)은 선행으로부터의 선에 관련되고, “완전
함”(perfect)은 선행으로부터의 진리와 관련된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다”란 믿음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장 2절, 56장 1절, 예레미야 22장 3절,13,15
절, 23장 5절, 33장 14,16,19절, 마태복음 13장 49절, 5장 49절, 시
편 15장 1,2절, 18장 25절, 84편 11절, 101편 2절, 119편 1절, 25편 
21절, 37편 37절, 이사야 58장 12절, 61장 4절, 65장 23절.
10절.  “노아가 세 아들들을 낳았다”란 노아로 의미되는 교리로부터 
세 종류의 교리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셈, 함, 야벳”으로 의
미되고 있다.
11절.  “땅”은 종족을 의미한다. 이 땅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설득력 
때문에 “부패되어 있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추잡한 
탐욕 때문에 “폭행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구절과 이 장의 뒤 구절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진 단순히 “하느님”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
유는 지금 거기에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장 9절, 1장 4절, 에스겔 16장 47절, 시편 14
편 1절, 9편 26절, 에스겔 7장 22,23절, 12장 19절, 이사야 59장 6
절, 요나 3장 8절, 예레미야 51장 46절, 이사야 53장 9절.
12절.  “하느님께서 땅을 보셨다”란 하느님이 사람을 알았음을 의미한
다. “그것은 부패되어 있었다”란 거기에는 거짓 외에는 아무 것도 없
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것의 길을 타락시켰
기 때문이다”란 인간의 물질적인(corporeal) 본성이 진리에 관한 모든 
이해를 파괴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9장 12,16절, 예레미야 32장 19절, 호세아 4장 
9절, 스가랴 1장 4,6절, 예레미야 32장 39절, 시편 119편 
27,29,30,32절, 25편 4,5절, 이사야 40장 14절, 예레미야 6장 16절, 
이사야 42장 16절, 예레미야 18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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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와 있다. 그 이유는 땅이 그
들의 얼굴로부터 폭행으로 채워
져 있다, 그리고 보라 나는 땅과 
함께 그들을 파괴하리라.
14 너는 고페르 목재(gopher 
wood)로 방주를 만들고, 너는 
저택들을 방주에 만들어라, 그리
고 그것을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
르라.

15 이런 식으로 너는 방주를 만
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삼백 큐빗
이고, 넓이는 오십 큐빗이며, 높
이는 삼십 큐빗이다.

16 너는 방주에 창문을 만들어
라, 그리고 너는 창문을 위로부터 
한 큐빗에서 마무리 하라. 그리고 
너는 방주의 문을 옆쪽에 두어라. 
너는 가장 낮은 층, 둘째 층, 셋
째 층을 만들것 이다.
17 그리고 나는,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가져와서 하늘들 
아래로부터 있는 생명들의 호흡
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괴하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도 소멸할 
것이다.

18 그리고 나는 너와 나의 언약

13절.  “하느님께서 말하셨다”란 그러하였음을,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와 있다”란 인간 종족은 멸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 이유가 땅은 
폭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란 선한 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보라 
나는 땅과 함께 그들을 파괴한다”란 인간 종족은 그 교회와 함께 멸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
14절.  “방주”는 이 교회 속의 사람을, “고페르 목재”는 이 교인들의 
강한 욕망(concupiscences, 현세에의 욕망, 색욕, 육욕 등등)을, “ 저
택(mansion)”은 인간의 두 부분들, 즉 뜻함(의지, will)과 이해함(이해
성 understanding)을, “그것을 역청으로 안팎으로 바름”은 탐욕이 침
수시키려 할때 그가 보존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장 17절, 에스겔 26장 12절, 하박국 2장 
11,19,20절, 예레미야 애가 5장 4절, 예레미야 2장 27절, 호세아 4장 
12절, 이사야 30장 33절, 레위기 14장 4,6,7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이사야 34장 9절, 요한 14장 2절.
15절.  숫자들은 아껴두신 것(remains)을 의미하는데 이 아껴두신 것
이 거의 없었음을 나열된 숫자들이 명시하고 있다. “길이”는 그들의 
정결함(holiness)을, “넓이”는 그들의 진리를, “높이”는 그들의 선을 의
미한다. (그들이란 재구성될 때 이 교회 속의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장 1절, 21장 12-17절, 에스겔 40장  
3,5,7,9,11,13,14,22,25,30,36,42,47절, 41장, 42장 5-15절, 스가랴 2
장 1,2절, 출애굽기 25장 10,17,23, 26장, 27장 1절, 열왕기상 6장 
2,3절, 이사야 17장 6절, 레위기 5장 16절, 6장 5절, 22장 14절, 민수
기 5장 7절, 레위기 27장 13,15,19,31절.
16절.  “위로부터 한 큐빗에서 마무리 되는 “창문”은 지적인 부분을, 
“옆쪽에 있는 문”은 들음을, “가장 낮은 층, 둘째 층, 셋째 층”은 지식, 
이성, 이해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장 11,12절, 열왕기상 6장 4,6,8절, 40장 16, 
22, 25, 33, 36절, 예레미야 9장 21절, 22장 13,14절, 스바냐 2장 14
절.
17절.  “물들의 홍치, 즉 홍수”란 악과 거짓의 범람을 의미한다. “하늘
로부터 그 아래 생명들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파괴함”이란 태고 
교회의 후손 전부가 자신들을 파괴할 것임을 의미한다. “땅에 있는 모
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란 태고 교회 속의 것들이 소멸된다는 의미이
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장 27,28절, 이사야 13장 13절, 예레미야 25
장 33, 29,31절, 이사야 26장 21절, 40장 21절, 45장 18절, 스가랴 
12장 1절.
18절.  “언약을 세우겠다”란 그가 거듭날 것임을, “그와 그 아들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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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방주로 
들어 가되, 너, 그리고 너의 아들
들, 너의 아내, 네 아들들의 아내
들도 너와 함께 들어가라.

19 그리고 모든 육체의 살아 있
는 모든 것 각각 한 쌍을 너와 
함께 방주로 들어오게 해서 생명
이 보존되게 만들어라. 그들은 숫
컷과 암컷일 것이다.
20 새는 각 종류 로, 짐승은 각 
종류 로, 지면에서 기는 것도 각 
종류 로, 모든 종류가 한 쌍씩 
너에게로 들어와서 생명이 보존
되게 하라.
21 너는 먹어야 하는 모든 양식
을 너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것들을 너에게로 수집하라. 그리
고 그것들은 너와 그들을 위한 
양식일 것이다.
22 그리고 노아는 하느님께서 그
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했
다. 그렇게 그는 했다.

의 아들들의 아내”가 “방주에 들어감”이란 그들이 구원되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아들들”은 진리들을, “아내들”은 선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장 6절, 49장 6,8절, 말라기 3장 1,2절, 출애
굽기 31장 16절, 이사야 54장 10절, 55장 3,4절, 예레미야 32장 
39,40절, 31장 31-33절, 33장 20절, 에스겔 34장 24,25절, 37장 
25,26절, 16장 8,9절, 호세아 2장 18절, 시편 111편 9절, 예레미야 
22장 9절, 신명기17장 2절 그 이하까지, 출매굽기 24장 4-7절, 34장 
27절, 신명기 6,8절
19절.  “살아 있는 혼(soul)"이란 이해에 관한 것들을, ”모든 육체“란 
의지에 관한 것들을, ”방주에 들어오게 만드는 한 쌍씩의 모든 것”이
란 그들의 거듭남을, “숫컷”은 진리를, “암컷”은 선을 의미한다.

20절.  “새”는 지력(intellectual)을, “짐승”은 의지에 관련된 것을, “지
면의 기는 것”이란 지력과 의지 둘 다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되 그 수
준이 가장 낮은 것들을 의미한다. “모든 것의 쌍들이 너에게로 와서 
살아있게 보존하라”란 그들의 거듭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장 8절.
21절.  그가 “먹어야 하는 모든 양식을 자신에게 가져옴”이란 선들과 
기쁨(delight)들을, 그가 “자신에게 수집함”이란 진리들을, 그 양식은 
“그와 그들을 위한 양식이다”란 선들과 진리들 모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6장 27,49-51,58,60,63,66절, 4장 13,14,15
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0,11,19절, 시편 104편 27,28절, 이사야 55
장 1절, 7장 14,15,22절,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4장 4절.
22절.  “노아가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했다”란 이
런 식으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했다”라고 두 번 말해진 이
유는 그 실현이 선과 진리 양쪽 모두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41장 3,4절.

내적 의미 요약
  여기서 취급하는 주제는 거듭나기 전 “노아”라 불리는 교회의 상태
이다.
  이 교회의 사람이 묘사된다, 그는 거듭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9
절) 그러나 거기서 세 종류의 교리가 발생했다, 이것이 “셈, 함, 야벳”
이다. (10절) 
  태고 교회로부터 남았던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
들의 끔직한 설득력과 더러운 탐욕들 때문이다. (11,12절) 그들은 자
신들을 깡그리 파괴하리라는 것.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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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 너와 네 모든 집은 방
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 에서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었
기 때문이다.

2 너는 깨끗한 모든 짐승은 남자
와 그의 아내 일곱을,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둘을 너에게로 취하여라.

3 하늘의 새 역시 숫컷과 암컷 
일곱을 온 땅의 얼굴에서 씨가 
살아있게 보존하라. 
4 지금부터 나는 사십 일 주야로 
땅에 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리
고 내가 만들었던 모든 물질을 
지면에서 파괴하리라.

  그러나 “방주”로 묘사되는 “노아”라 불리는 교회 속의 사람은 위의 
사람 같지 않았다. (14절)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남겨지는 것들이 칫수
들로 묘사되고 있다. (15절) 그의 이해함에 속하는 것들이 “창문”, 
“문”, “저택”으로 묘사되고 있다. (16절)
  그와 더불어 있었던 선과 진리는 구원되어지리라는 것. (18절) 그
리고 이해함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
든지 거듭남에 의해 구원되리라는 것. (19,20절) 그가 수용함을 위해 
준비되리라는 것. (21절) 그리고 그렇게 되어갔다. (22절) 

7
내적 의미 해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란 그렇게 실현되었음을 의미한
다. (“여호와”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이 이제 취급
되어지기 때문이다) “너와 네 모든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에서 “집”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방주로 들어감”은 준비되어짐을 의미한다. “내가 
이 세 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었기 때문”이란 그가 선을 가졌고, 그
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나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장 14,16절, 예레미야 31장 35절, 33장 20절, 
시편 136편 8,9절, 계시록 8장 12절, 예레미야 6장 12절, 29장 5,28
절,
2절.  “깨끗한 모든 짐승”이란 선에 한 애착을, “일곱”은 선에 한 
애착의 거룩함을, “남자와 그의 아내”란 진리들이 선들과 결합되어짐
을,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란 악한 애착을, “둘”이란 악한 애착의 모
독스러움을, “남자와 그의 아내”란 거짓들이 악들과 결합되었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8장 10,11절, 16장 14,19절, 4장 2,3,6절, 14장 
6,7,27,51절, 민수기 19장 4절, 레위기 25장 4,8,9절, 출애굽기 25장 
31-33,37, 37장 17-19, 23절, 민수기 8장 2,3절,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1장 12,13절, 계시록 4장 5절, 이사야 30장 26절, 호세아 6장 
1,2절, 스가랴 8장 8,9절.
3절.  “하늘의 새”란 이해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일곱”은 이해에 
속한 것들의 거룩함을, “숫컷과 암컷”이란 진리들과 선들을, “온 땅의 
얼굴에서 씨가 살아있게 보존하라”란 믿음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4절.  “지금부터 칠 일”이란 시험의 시작을, “비가 내림”이란 시험을, 
“사십 일 주야”란 시험이 지속되는 기간을, “나는 내가 만든 모든 물질
을 지면에서 파괴함”이란 사람의 그 자신(the Own of man)은 그가 
거듭나질 때 마치 파괴되어 버린듯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들을 파
괴했던 태고 교회 속의 것들의 소멸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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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했다.

****************************
6 그리고 노아는 육백 세가 된 
아들이었다. 그리고 물의 범람이 
땅에 있었다.

7 그리고 노아는 홍수의 물이 있
기 앞서 방주 안으로 그의 아들
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들어 갔다.
8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로 깨끗한 짐승, 깨끗하지 않은 
짐승, 새와 지면에서 기는 모든 
것들이
9 둘과 둘, 숫컷과 암컷이 노아에
게, 방주 안으로 들어 갔다.
10 그리고 일곱 날이 지나자 홍
수의 물복이 땅에 있었다.
****************************
11 노아의 삶이 육백 년째 된 둘
째 달, 십칠 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깨어졌고, 하

  참조 성서. 다니엘 9장 24,25절, 에스겔 3장 15,16절, 39장 12,14
절, 다니엘 4장 16,25,32절, 창세기 29장 18,20,27,28절, 여호수아 6
장 10-20절, 욥기 2장 13절, 계시록 15장 1,6,7절, 21장 9절, 마태복
음 4장 1,2절 누가복음 4장 2절, 마가복음 1장 13절, 에스겔 4장 6절, 
29장 10-12절,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 신명기 8장 2,3,16절, 9
장 9,11,18,25절부터 끝절까지, 10장 10절.
5절.  이는 이런 식으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앞에서의 구절과 같
다. 앞장 22절에서는 노아가 두 번씩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나 
이 구절에서는 한번 뿐이다. 그 이유는 앞 절은 이해에 속한 것을 취
급했고, 이 구절은 의지에 속한 것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해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 자기들과 매우 다르고 구분된다
고 여기나, 의지 속의 것들은 이해에 속한 것들을 자기들과 하나인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해는 의지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런고로 앞 절에서는 두 번 “...했다”고 기록되고 이 절에서는 한 
번만 “했다” 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이는 왜 “하느님”이 명명되고, 왜 
“여호와”가 명명되었는지에 한 설명이기도 하다.
**************************************************
6절.  “노아는 육백 세가 된 아들”이란 그의 시험의 첫 상태를 의미한
다. “물의 범람이 땅에 있었다”란 시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1장 2절, 신명기 15장 12절, 예레미야 34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0-12절, 레위기 25장 3,4절, 에스겔 9장 2절, 
39장 2절, 욥기 5장 19절, 에스겔 13장 13,14절, 이사야 25장 4절, 
28장 2절, 43장 2절, 시편 32편 6,7절, 29편 10절.
7절.  “홍수가 있기 전 노아가 방주로 들어 갔다”란 그가 시험 중에 
보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들들”은 진리들을, “아내”는 선들을, “아들
들의 아내들”은 선들과 결합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8,9절.  “깨끗한 짐승”이란 선에 한 애착을,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탐욕을, “새”는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지면에서 기는 모든 것”이란 감
각적인 부분과 그것의 쾌락을, “둘과 둘”이란 상응하는 것들을,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 갔다”란 그들이 보호되었음을, “숫컷과 암컷”이란 
진리와 선을,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로”란 그렇게 실현되었
음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
10절.  이는 시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
11절. “노아의 삶이 육백 년째 된 둘째 달, 십칠 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깨어졌고, 하늘의 큰 폭포가 열렸다.”
  “나이 600세, 2월, 17일”이란 시험의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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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큰 폭포가 열렸다.

12 그리고 비가 땅에 사십 일 주
야로 내렸다.
****************************
13 바로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
들들, 셈과 함, 그리고 야벳, 노아
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가 
방주로 들어갔다
.
14 그들, 그리고 각기 종류 로 
모든 야생 동물, 그리고 각기 종
류 로 모든 짐승, 그리고 각기 
종류 로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 각기 종류 로 모든 새들, 
모든 나는 것들, 모든 날개 달린 
것들. 그리고 그들은 노아에게 오
고,
15 둘과 둘, 생명들의 호흡이 있
는 모든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다.

****************************
16 그리고 안에 들어간 그들, 하
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로 
모든 육체의 숫컷과 암컷이 들어 
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뒤
에서 닫으셨다.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있

깊음의 모든 샘들이 깨졌다”란 의지 측면에서의 시험의 극단
(extreme)을 의미한다. “하늘의 큰 폭포가 열렸다”란 이해 측면에서의 
시험의 극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6장 19절, 요나 2장 5절, 시편 43편 7절, 11편 
9-11절, 에스겔 31장 15절, 계시록 9장 1,2절, 11장 7절, 20장 1,3
절, 이사야 24장 18절.
12절.  이는 시험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는 시험을, “40일 밤, 
낮”이란 시험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

**********************************************
13절.  “방주에 들어갔다”란 그들이 구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노아”는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셈, 함, 야벳”은 교회 속에 있었던 
것에서 파생된 교회들 속의 것을 의미한다. “노아의 아들들”은 교리적
인 것들을 의미한다. “이 아들들의 세 아내들”은 교회 자체들에서 파
생된 것을 의미한다.
14,15절.  “그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람을 의미한다. “각기 종류
로 모든 야생 동물”은 모든 영적 선을, “각기 종류 로 모든 짐승”은 
모든 자연적 선을, “각기 종류 로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은 모
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선을, “각기 종류 로 새”란 모든 영적 진리
를, “나는 것들”은 자연적 진리를, “날개 달린 것들”은 감각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들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 갔다”란 그들이 구원되
었음을 의미한다. “둘과 둘”은 쌍을, “생명들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
체”란 새로운 피조물, 또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편 6-8절, 148편 9,10,13절, 에스겔 38장 20절, 
예레미야 4장 25절, 9장 10절, 12장 4절, 스바냐 1장 3절, 104편 
16,17절, 에스겔 17장 23절, 31장 6절, 다니엘 4장 12,21절, 누가복
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31,32절, 마가복음 4장 31,32절, 이사
야 18장 6절, 예레미야 7장 33절,  16장 4절, 19장 7절, 34장 20절, 
에스겔 29장 5절, 39장 4절, 마태복음 13장 4절, 누가복음 8장 5절, 
마가복음 4장 4,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
16절.  “들어간 그들”이란 교회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모든 
육체의 숫컷과 암컷”이란 각기 종류 로의 진리들과 선들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로”란 받기 위해 그가 준비되어졌음
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란 이제 사람은 천적 
교회의 사람이 향유했었던 방식으로 하늘과의 교류는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장 24절.
17,18절.  “40일”이란 노아라 불리는 교회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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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났고, 그
리고 방주를 덮쳤다, 그리고 방주
는 땅으로부터 떠올랐다.
18 그리고 물은 더욱 거세졌고, 
땅에 더욱 불어났다. 그리고 방주
는 물의 얼굴에서 오가고 있었다.

****************************
19 물이 땅에서 극도로 거세졌
다, 그리고 온 하늘 아래 있던 모
든 높은 산들을 덮었다.
20 물은 십오 큐빗 위쪽에서 압
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들을 덮
었다.

21 “모든 육체, 즉 땅에서 기는 
것, 새, 짐승, 그리고 야생 동물, 
그리고 땅을 기는 모든 기는 것
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22 코로 생명들의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것, 마른 육지에 있었
던 모든 것이 죽었다.

23 그리고 그분은 지면에 있었던 
모든 물질, 즉 사람으로부터 짐
승, 기는 것까지, 하늘의 새들 까
지 파괴하셨다. 그래서 그것들은 

“홍수”는 이 교회를 침수시키려드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물이 불어나
서 방주를 덮쳤고,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다”란 이런 모습이 시험의 파
동(fluctuation)이었음을 의미한다. “물이 더욱 거세졌고 땅에서 크게 
불어났고 방주는 물의 얼굴에서 오가고 있었다”란 시험의 파동은 빈번
히, 그리고 더 세차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8장 6,7절, 18장 1,2절, 43장 2절, 예레미야 2장 
18절, 46장 7,8절, 에스겔 26장 19,20절, 하박국 3장 15절, 계시록 
12장 15,16절, 시편 144편 7,8절.

***********************************************
19,20절.  “그리고 물이 땅에서 극도로 거세졌다”란 거짓의 설득
(persuasion)은 이런 식으로 불어남을,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들을 덮었다”란 선행의 모든 선들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십오 
큐빗 위쪽에서 물들이 압도하였다, 그리고 산들을 덮었다”란 어떤 선
행도 남아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5”는 거의 어떤 것도 있지 않음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2편 3절, 에스겔 20장 40절, 이사야 2장 2절, 25
장 6,7절, 30장 25,29절, 31장 4절, 40장 9절, 42장 11절, 52장 7절, 
55장 12절, 49장 11절, 57장 13절, 65장 9절, 57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6절, 누가복음 21장 21절, 마가복음 13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22장 2절, 신명기 27장 4-7절, 여호수아 8장 30절, 사무엘상 9
장 12-14,19절, 10장 5절, 열왕기상 3장 2-4절, 신명기 12장 2절, 
열왕기하 17장 9-11절, 이사야 57장 7절, 열왕기상 11장 7절, 14장 
23절, 22장 43절,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3,4,34,35절, 
16장 4절, 17장 9-11절, 21장 5절, 23장 5,8,9,13,15절.
21,22절.  “땅에서 기는 모든 육체가 죽었다”란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에 해당되었던 이들이 소멸되었음을, “새도, 짐승도, 야생 동물도,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이란 그들이 지닌 설득력을 의미한다. “새”
는 거짓된 것에 한 애착을, “짐승”은 탐욕을, “야생 동물”은 쾌락을, 
그리고 “기는 것”이란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이상의 
것들이 한 복합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라 불리운다. “코로 생명
들의 호흡을 하고 있는 모두”란 태고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을 의미한
다. 이들은 생명인 사랑과 이 사랑으로부터의 믿음을 지녔었다. “마른 
육지에 있었던 모두”란 더 이상 태고 교회가 지녔던 품질의 생명이 없
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죽었다”란 그들은 끝났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0장 12절, 예레미야 44장 22절.
23절.  “그분이 파괴하신 모든 물질”이란 자아 사랑 속에 있는 탐욕들
을 의미한다. “지면에 있던 것”이란 태고 교회의 후손을 의미한다. “사
람으로부터 짐승, 기는 것, 하늘의 새”란 그들의 악의 본성을 의미한
다. 즉 “사람”은 악의 본성 자체를, “짐승”은 탐욕들을, “기는 것”은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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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부터 파괴되었다. 그래서 
노아 만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
었던 것들 만이 남았다.

24 그리고 물은 일백 오십 일 동
안 거세어져 있었다.

8

1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노아, 그
리고 야생 동물 각각 모두, 그리
고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짐승 각각 모두를 기억하셨다. 그
리고 하느님께서는 땅을 지나가
도록 바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물
은 줄었다.
2 또한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큰 

락을, “하늘의 새”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땅에서 파괴되었다”
란 결말났음, 즉 태고 교회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것들만이 남았다”란 새 교회(the new church)를 구성했던 그들
은 보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것들”이란 새 교
회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의미한다. 
24절.  이는 태고 교회의 마지막 한계를 의미한다. “150일”은 마지막 
한계, 그리고 처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여기서 일반적으로 취급한 주제는 새 교회의 준비이다. 이 앞의 주
제는 이 교회의 지적인 것들 이고, 여기서는 의지 측면의 것들 이다. 
(1-5절)
  그 다음 그것의 시험들이 취급된다, 6절로부터 10절 까지는 그것의 
지적인 것들에 관련하여서 이고, 11,12절에서는 의지 속의 것들에 관
련하여서 이다.
  그 후 이 교회의 보호, 그리고 보존이 다루어진다. (13-15절) 그러
나 그것의 상태는 요동치는 것, 16-18절에서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 취급되는데, 그것의 특성에 
관하여서 이다. 그것은 멸망되고야 말 정도로 까지 거짓의 설득과 자
아 사랑의 탐욕들에 의해 소유당했다. (19-24절)

8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억하셨다”란 시험의 끝과 쇄신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아”는 고  교회(Ancient Church) 속의 사람을 의미한
다. “방주 안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야생 동물 각각 모두와 짐승 각각 
모두”란 고  교회 인이 지녔던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땅
을 지나가도록 바람을 만드셨고 물이 줄었다”란 모든 것이 각기 질서
에 맞추어 배열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1장 6절, 시편 48장 4-7절, 예레미야 18장 
16,17절, 출애굽기 14장 21절, 15장 1-19절, 이사야 11장 15,16절.
2절.  이 구절은 시험이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깊음의 샘들”이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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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가 멈추었다, 그리고 하늘로
부터의 비가 억눌렸다.
3 물은 땅으로부터 가고 되돌아 
오고 하면서 물러갔다. 그리고 일
백 오십 일 이후 물은 감소했다.
4 그리고 방주는 일곱 째 달 십
칠 일에 아라랏 산에서 휴식하였
다.
5 그리고 물은 열 째 달까지 가
고 줄어들고 하였는데 열째 달, 
첫 날에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
6 그리고 사십 일의 끝이 왔을 
때 노아는 그가 만든 방주의 창
문을 열었다.
7 그리고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
다, 까마귀는 나가서 물이 땅에서 
마를 때 까지 가고 되돌아 오곤 
하였다.

8 그리고 노아는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자기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냈다.

9 그리고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에게 되돌아 왔
다, 그 이유는 물이 온 땅의 얼굴
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
는 그의 손을 내 어 비둘기를 

지 속의 악을 의미한다. “하늘의 큰 폭포”란 이해함 속의 거짓들을 의
미한다. “비”란 넓은 의미에서의 시험 자체를 의미한다.
3절.  “물이 가고 되돌아 오고 하면서 물러갔다”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의 파동을 의미한다. “150일 이후 물은 감소했다”란 끝냄
(termination)을 의미한다.
4절.  "방주가 휴식하였다"란 거듭남을 의미한다. “일곱째 달”이란 거
룩한 것을, “그 달의 십칠 일”이란 새로운 것을, “아라랏 산”이란 빛을 
의미한다.
5절.  “물이 가고 줄어들고 하였다”란 거짓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열째 달”이란 아껴두신 것(remains) 속에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첫째 날에 산봉우리가 나타났다”란 거짓들이 사라지기 시
작하면서 믿음 속의 진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6절.  “40일의 끝이 왔다”란 이전 상태의 존속 기간, 그리고 다음 상
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아는 그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란 
믿음 속의 진리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7절.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고, 까마귀는 나가서 가고 되돌아 오곤 
하였다”란 거짓들이 아직도 혼란을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까마귀”
는 거짓을 의미한다. “나가서 가고 오곤 하였다”란 혼란스러움이 그들
의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란 거짓들이 외견
상으로는 흩어진듯 여겨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4장 11절.
8절.  “비둘기”는 거듭나지게 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가 보기 위해 그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냈다”란 믿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이 줄었는지 아닌지”란 방
해 공작을 펴는 거짓들을, “지면”은 교회 속의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는 땅(earth)이 아닌 지면(ground)이라는 단어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지면은 인간이 교회가 되어가는 첫 상태이
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3장 
21,22절, 마가복음 1장 10,11절, 레위기 1장 14절부터 끝까지, 5장 
7-10절, 12장 6,8절, 14장 21,22절, 15장 14,29,30절,민수기 6장 
10,11절, 누가복음 2장 22-24절, 호세아 7장 11절, 11장 11절, 시편 
74편 19절.
9절.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란 뿌리를 내린 믿음 속의 
선과 진리가 아직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비둘기가 그에게 방주로 
되돌아 왔다”란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 속에 있지만 거듭나아
가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자신으로부터 있는 듯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물이 땅의 얼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란 아직도 거짓들이 넘쳐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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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방주 
안으로 가져 왔다.

10 그리고 그는 다른 칠일을 더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비둘
기를 방주로부터 내어 보냈다.
11 그리고 비둘기는 저녁 무렵 
돌아 왔다. 보라, 비둘기 입에는 
올리브 잎이 잡아뜯겨 있었다. 그
래서 노아는 물이 땅으로부터 줄
어든 것을 알았다.

12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칠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
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 오지 않았다.
13 그리고 육백 년 그리고 첫 
해, 첫째 달, 시작에서였다, 물은 
땅으로부터 말랐다. 그리고 노아
는 방주의 덮개를 제거했다. 그리
고 보았다, 그리고 보라, 지면은 
말라 있었다.

고 있음을 뜻한다. “그가 손을 내 었다”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뜻한
다. “비둘기를 받아 그에게로, 방주 안으로 가져왔다”란 그가 자신으로
부터 선한 것을 행했고 참된 것을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0장 12,13절, 25장 11절, 37장 27절, 45장 9
절, 에스겔 7장 27절, 미가 2장 1절, 스가랴 11장 17절, 이사야 26장 
11절, 31장 3절, 45장 11,12절, 48장 13절, 1장 2절, 예레미야 32장 
17,21절, 에스겔 20장 5,6,23절, 출애굽기 14장 31절, 21,27절, 여호
수아 8장 18,26절, 출애굽기 17장 9-13절, 민수기 8장 9,10,12절, 
27장 18,23절, 열왕기상 13장 4-6절.
10,11절.  “그가 다른 칠일을 머물렀다”란 거듭남의 둘째 상태의 시작
을 의미한다. “칠일”은 거룩한 것을 의미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부터 
선행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시 그는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냈
다”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둘기가 저녁 무렵 돌아 왔다”란 거듭남에서 믿음 속의 선과 진리
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저녁 무렵은 아침이 있기 
직전의 박명(twilight)과 같은 뜻이다. “보라 비둘기 입에는 올리브 잎
이 잡아 뜯겨 있었다.”란 조금의 믿음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잎”은 
진리이다. “올리브”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이다. “잡아뜯겨짐”은 믿음 속
의 진리가 믿음 속의 선으로부터 있음을 의미한다. “노아는 물이 땅으
로부터 줄어든 것을 알았다”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듭남에 훼방질을 일삼던 거짓들이 이전보
다는 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는 의미이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7장 20,21절, 에스겔 47장 12절,계시록 22장 
2절, 에스겔 17장 9절, 시편 1편 3절, 예레미야 17장 7,8절, 8장 13
절, 이사야 34장 4절, 마태복음 21장 19,20절, 마가복음 11장 
13,14,20절, 출애굽기 30장 24절, 27장 20절, 예레미야 11장 16절, 
호세아 14장 6절, 스가랴 4장 3,11,14절, 시편 128편 3절, 이사야 17
장 6절, 미가 6장 15절, 신명기 28장 39,40절.
12절.  “그가 또 다른 칠일을 머물렀다”란 세 번째 상태의 시작을 의
미한다. “칠일”은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비둘기를 내보냈다”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받는 상태를 뜻한다. “비둘기가 다시 되돌아 오지 
않았다”란 자유 상태를 의미한다.
13절.  “600년이 지나고 그 첫해”란 마지막 경계, 또는 마감(last 
boundary, close)을 의미하고, “첫 달 시작”은 처음의 경계선, 또는 다
시 시작함(first boundary, recommencement)을 의미한다. “물이 땅에
서 말라 있었다”란 거짓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노아가 방
주의 덮개를 열고 보았다”란 거짓을 제거하면서 믿음의 진리들의 빛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고 이 빛에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지면
의 물이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란 거짓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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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둘째 달, 이십 칠 일, 땅은 말
랐다.

****************************
15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어, 말하신다.
16 너와 네 아내, 네 아들들, 너
와 함께 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
은 방주에서 나가거라.

17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야생 동물 각각 모두, 즉 새
와 짐승과 땅에서 기는 것 각각 
모두, 너와 함께 있도록 가져 온 
것들은 땅에서 자신들을 퍼져나
가고,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도록 하리라.

18 그리고 노아는 나왔다, 그리
고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
19 야생 동물 각각 모두, 기는 
것들 각각 모두, 새들 각각 모두, 
땅에서 기는 것 각각 모두, 그 종
류 로 방주에서 나왔다.

것, 즉 거듭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1장 2절, 63장 4절, 하박국 3장 2절, 시편 102
편 27절, 이사야 22장 11절, 6장 10절, 9장 2절, 29장 18절, 42장 
18절, 에스겔 12장 2절, 민수기 21장 8,9절.
14절. “둘째 달”은 거듭나기 전의 모든 상태를 뜻한다. “27일”이란 거
룩한 것을, “땅이 말랐다”란 그가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이 말들은 거
듭나기 전에 진행되어 왔던 것의 결말을 , 그리고 또 다른 거듭남의 
시작을 말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9장 11,12,16,19절, 31장 19절, 출애굽기 19장 
10절, 11,14절,15절, 여호수아 3장 2절, 신명기 26장 12-15절,요나 
1장 17절, 호세아 6장 2절, 스가랴 13장 8,9절.

**************************************************
15,16절.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심”이란 이 교회의 사람과 더불은 
주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방주에서 나가라’란 자유를 의미한다.
 “너와 네 아내”란 교회를,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한 네 아들
들의 아내들”이란 진리들, 그리고 진리들과 결합된 선들, 이것들이 거
듭나는 자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장 29절, 3장 13,14,17절, 4장 6,9,15절, 6장 
13절, 7장 1절, 마태복음 11장 30절.
17절.  “너와 함께 한 모든 육체에 속한 야생 동물 각각 모두”란 이 
교회의 사람과 더불어 생명있게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새”는 
이해 부분에 속한 것을, “짐승”은 의지 부분에 속한 것을, 이것들 모두
는 내적 인간에 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땅에서 기는 것 각각 모두”란 
외적 인간 안에서 내적 인간의 것과 닮은 듯하게 상응하는 것들을 의
미한다. “너와 함께 있도록 가져 옴”이란 자유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것들이 땅에서 자신들을 퍼져나가게 함”이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을 
운전함(operation)을 의미한다. “열매 맺음”은 선이 불어남을, “번성함”
은 진리가 불어남을, “땅에서”란 외적 인간 안에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편 10절, 50편 10,11절, 에스겔 31장 6절, 호세
아 2장 18절, 에스겔 1장 5,13-15,19절, 10장 15절, 시편 74편 19
절, 스바냐 2장 15절, 에스겔 34장 28절, 31장 13절, 호세아 13장 8
절, 에스겔 29장 5절.
18,19절.  “나왔다(went forth)”란 그렇게 행하여졌음을 의미한다. “노
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  교회 속의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그 교회 자체를 의미한다.
 “야생 동물 각각 모두, 기는 것 각각 모두”란 그의 선들을 의미한다. 
“야생 동물”은 내적 인간의 선들을, “기는 것”은 외적 인간의 선들을 
의미한다. “새들 각각 모두, 땅에서 기는 것 각각 모두”는 진리들을 의
미하는데, “새”는 내적 인간의 진리들을, “땅에서 기는 것”은 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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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
을 쌓았다. 그리고 깨끗한 짐승 
각각 모두, 그리고 깨끗한 새 각
각 모두를 취했다, 그리고 제단에
서 번제물들을 바쳤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휴식의 
냄새를 맡으셨다. 그리고 여호와
께서는 그분의 심정에서 말하셨
다. 나는 인간의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면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
으리라. 그 이유는 인간의 심정은 
젊은 시절로부터 악하기 때문이
다. 나는 내가 했던 것 같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부수지 
않으리라.

22 땅의 모든 날 동안 파종기와 
추수, 그리고 추위와 더위, 그리
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은 중단되지 않으리라.

간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 종류 로”란 쌍(pairs)들을 의미한다. 
“방주에서 나왔다”란 그렇게 행해졌음이다. 동시에 자유의 상태도 의
미한다.

***************************************************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란 그는 주님의 리인
(representative)임을 의미한다. “깨끗한 짐승 각각 모두, 깨끗한 새 
각각 모두”란 선행과 믿음으로부터의 선들을 의미한다. “제단에서 번
제물들을 바쳤다”란 거기서부터 있는 모든 예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2장 8절, 22장 2,9절, 35장 6,7절, 출애굽기 24
장 4-6절, 민수기 23장 1-7,14-18,29,30절, 신명기 7장 5절, 사사
기 2장, 신명기 33장 10절, 이사야 17장 7,8절, 19장,19절, 예레미미
야 애가 2장 7절, 호세아 8장 11절, 10장 8절, 아모스 3장 14절, 시
편 43편 3,4절, 레위기 1장 3-17절, 민수기 15장 2-15절, 28장 
1-31절, 예레미야 7장 21-23절, 마태복음 22장 35-40절, 7장 12
절, 시편 40편 7,9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미가 6장 6-8절, 아모스 
5장 22,24절, 호세아 6장 6절, 시편 20편 2,3절, 이사야 56장 6,7절.
21절.  “여호와께서 휴식의 냄새를 맡으셨다”란 선행과 선행으로부터
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의미한다. “여호
와께서 그분의 심정에서 말하셨다”란 더 이상 홍수로 파멸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나는 더 이상 지면을 저주하지 않으리
라”란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뒤틀어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의미한
다. “인간의 사건”이란 태고 교회의 후손들이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심정은 젋은 시절로부터 악하다”란 인간의 의지는 온통 악임
을 의미한다. “나는 내가 했던 것 같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부수지 
않으리라”란 인간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파괴할 수 없을 것
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9장 18,25,41절, 레위기 1장 9,13,17절, 23장 
12,13,18절, 민수기 28장 6,8,13절, 29장 2,6,8,13,36절, 레위기 2장 
2,9절, 6장 15,21절, 8장 21,28절, 민수기 15장 3,7,13절, 레위기 3장 
11,16절, 에스겔 20장 40,41절, 아모스 5장 21,22절, 창세기 27장 27
절.
22절.  “땅의 모든 날 동안”이란 모든 때를 의미한다. “파종기와 추수”
란 거듭나아져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the church)도 
의미한다. “추위와 더위”란 인간이 거듭나고 있는 동안 믿음과 선행을 
수용하는 상태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추위”는 믿음과 선행이 없음
이고, “더위”는 믿음과 선행이 있음이다. “여름과 겨울”은 거듭나는 사
람이 지니는 새로운 의지의 상태에 관련하여서 인데. 이 의지는 마치 
여름철과 겨울철이 교차하는 것 같다. “낮과 밤”은 거듭나는 사람이 
이해하는 상태에 관련하여서 인데, 이는 마치 낮과 밤 같이 밝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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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
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셨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2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
함이 땅의 짐승 각각 모두 위에, 
하늘의 새 각각 모두 위에, 지면
을 기는 모든 것 조차도, 그리고 

함과 불분명하게 이해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중단하지 않으리라”란 
위의 일들은 일생 동안 있을 것임을 뜻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7장 34-36절, 계시록 3장 15,16절, 이사야 
18장 4절, 31장 9절, 에스겔 1장 13절, 1장 26,27절, 다니엘 7장 
9,10절, 스가랴 2장 5절, 시편 104편 4절, 스가랴 14장 8절, 시편 74
편 16,17절, 예레미야 33장 20절.

내적 의미 요약
  앞 장에 연결되는 바 마땅히 이어져야 하는 주제는 “노아”라 불리는 
새 교회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상, 주제는 시험 후 그의 상태, 그의 
거듭남, 그 이후 까지도 포함된다. 
  시험 후 그의 첫 상태, 그리고 참인 것과 거짓인 것 사이에서 그가 
동요함은 진리가 나타남을 시작할 때까지 임이 취급되고 있다. (1-5
절)
  그의 둘째 상태인데, 세 겹이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진리가 아직 있
지 않은 때이다. 그 다음 믿음의 진리가 선행과 함께 있는 때이다. 그
리고 그 후에 선행의 선들이 빛을 낸다. (6-14절)
  그의 세 번째 상태, 그가 선행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다. 이것은 거듭남의 첫 상태이다. (15-19절)  
  그의 네 번째 상태이다. 그는 선행으로부터 행동하고 생각한다. 이
것은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이다. (20,21절)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가 이전의 자리에 일으켜 세워짐이 묘사되
어 있다. (21,22절)

9
내적 의미 해설

1절.  “하느님께서 축복하셨다”란 주님의 현존과 그분의 은총을 의미
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  교회(the Ancient Church)를 의미
한다. “열매 맺으라”란 선행으로부터의 선들을 의미하고, “번성하라”는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하는데, 이 진리들이 이제 불어 난다. 
“땅을 다시 채우라”란 외적 인간 안에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장 14-16절, 23장 3절, 레위기 26장 9절, 스
가랴 10장 8절, 예레미야 30장 18-20절.
2절.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함”이란 내적 인간이 지배함을 의
미한다. “두려워함”은 악이 내적 인간을 두려워함이고 “무서워함”은 거
짓이 내적 인간을 무서워함이다. “땅의 짐승 각각 모두 위에”란 지성 
속에 있는 탐욕들 위에..를 의미한다. “하늘의 새들 각각 모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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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있을 것
이다. 이것들이 네 손에 주어진
다.

3 살아 있어 기는 것 각각 모두
가 너를 위한 양식이 되리라. 마
치 야채 풀잎 같이 나는 너에게 
이것 모두를 준다.

4 너는 혼이 있는 살과 피를 먹
지 말라.

5 나는 네 혼을 지닌 네 피를 확
실히 요구하리라. 나는 그것을 야
생 짐승 각각 모두로부터도 요구
하리라.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부
터, 그 사람 형제의 손으로부터도 
나는 사람의 혼을 요구하리라.

6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피를 흘
리게 하는 자는 그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사
람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드셨

란 추론에 속하는 거짓들 위에..를 의미한다. “지면을 기는 모든 것”이
란 선을 애착함을 의미한다.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란 기억된 지식들
을 의미한다. “이것들이 네 손에 주어진다”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을 점유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15장 3절, 에스겔 31장 13절, 다니엘 9장 27절, 
계시록 18장 2절, 예레미야 7장 33절, 34장 20절, 에스겔 29장 5절, 
39장 4절, 시편 79편 2절, 이사야 18장 6절, 스바냐 1장 3절, 하박국 
1장 14절, 호세아 4장 3절, 시편 8편 6-8절, 이사야 19장 8절.
3절.  “살아서 기는 것 각각 모두”란 생동하는 선이 있는 모든 쾌락들
(pleasures)을 의미한다. “너를 위한 양식이 된다”란 그들이 즐기는 기
쁨(delight)을 의미한다. “야채 풀잎 같이”란 기쁨들 중에서 천한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모두 준다”란 사용함에서 오는 즐거움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2장 18절, 시편 69편 34절, 148편 10절, 104편 
24-28절, 에스겔 47장 9절, 8장 10절, 레위기 5장 2절, 11장 31-33
절, 22장 5,6절, 이사야 15장 6절, 37장 27절, 신명기 11장 10절, 시
편 37편 2절.
4절.  “살”은 인간의 의지 부분을 의미한다. “혼”은 새로운 생명을 의
미한다. “피”는 선행을 의미한다. “먹지 말라”란 뒤섞지 말라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혼이 있는 살과 피를 먹지 말라”란 거룩한 것에 모독된 
것을 뒤섞지 말라는 말이다.
  참조 성서. 민수기 11장 4절, 33,34절, 출애굽기 12장 7,13,22,23
절, 24장 6,8절, 레위기 1장 5,11,15절, 4장 6,7,17,18,25,30,34절, 5
장 9절, 16장 14,15,18,19절, 민수기 18장 17절, 신명기 12장 27절, 
레위기 3장 17절, 17장 10,11,14절, 신명기 12장 23-25절, 출애굽기 
23장 18절, 34장 25절, 창세기 1장 29,30절, 마태복음 15장 
11,18-20절.
5절.  “나는 네 혼을 지닌 네 피를 확실히 요구하리라”란 선행을 괴롭
힌 폭력은 스스로 처벌될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의 “네 피”란 폭
력이다. “혼”은 폭력을 가한 자들이다. “야생 짐승 각각 모두로부터”란 
인간에 있는 폭력적인 모든 것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사람의 손으로부
터”란 그의 의지 모두로부터 이다. “그 사람의 형제의 손으로부터”란 
그의 이해성 모두로부터 이다. “나는 사람의 혼을 요구하리라”란 모독
함을 되갚는 것이다.
  참조 성서. 레위기 17장 10,11,14절,
6절.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함”은 선행을 소멸함을 의미
한다. “사람에게 있는...”은 사람과 더불어 이다. “그의 피도 흘릴 것이
다”란 그가 죄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는 사람을 하느님
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란 선행을 의미한다. 선행(char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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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7 그리고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성하게 산출
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번성하
라.

****************************
8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셨
다.
9 그리고 나, 보라, 나는 너와 네 
후손들과 내 언약을 세운다.
10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와, 새, 짐승, 
그리고 너와 더불은 땅의 야생 
동물 각각 모두와,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야생 동물에 이르
기까지와 내 언약을 세운다.

11 그리고 나는 너와 내 언약을 

하느님의 형상이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장 21,22절, 레위기 17장 3,4절, 마태복음 5
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1-23절, 14장 19-23절.
7절.  “너는 열매 맺고 번성하라”란 내면의 인간에서 선과 진리가 불
어남을 의미한다. “열매 맺음”은 선의 증가를, “번성함”은 진리의 증가
를 서술하고 있다. “땅에서 풍부하게 산출하고, 거기서 번성하라”란 외
적 인간에서 있게 되는 선과 진리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땅”은 외적 
인간을 말하고, “풍부히 산출함”은 선의 증가를, “번성함”은 진리의 증
가를 각각 서술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3장 8,9절, 5장 7,43-48절, 6장 12,15절, 7장 
1-20절, 9장 13절, 12장 33절, 13장 8,23절, 18장 21-23절, 그리고 
끝절까지, 19장 19절, 22장 34-39절, 24장 12,13절, 21장 
34,40,41,43절, 마가복음 4장 18-20절, 11장 13,14,20절, 12장 
28-35절, 누가복음 3장 8,9절, 6장 27-39,43절로부터 끝절까지, 7장 
47절, 8장 8,14,15절, 10장 25-28절, 12장 58,59절, 13장 6-10절, 
요한복음 3장 19,21절, 5장 42절, 13장 34,35절, 14장 
14,15,20,21,23절, 15장 1-19절, 21장 15-17절.

***************************************************
8절.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심”이란 영
적 교회에 수반되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영적 교회가 노아
와 그의 아들들로 의미되고 있다.
9,10절.  “나, 보라, 나는 내 언약을 세운다”란 선행에서 주님이 현존
하심을 의미한다. “너와”란 거듭나는 영적 인간을 의미한다. “네 후손
들과”란 새로이 창조되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와 함께 있는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와”란 거듭나고 있는 영적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새”는 거듭나는 영적 
인간의 이해함에 관한 것을 특별히 의미하고, “짐승”은 그의 새로운 
의지에 관한 것을 특별히 의미한다. “땅의 야생 동물 각각 모두”란 그
의 이해함에 속한 것 중에서 수준 낮은 것들과 이로부터 오는 그의 
의지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너와 함께 있는..,”이란 거듭나는 영적 
인간에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란 교회 속
의 사람을 의미하고, “땅의 야생 동물 각각 모두”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2장 7절, 15장 15절, 17장 7,8,10절, 신명기 
30장 6절, 창세기 22장 17,18절, 26장 3,4,24절, 28장 13,14절, 32장 
12절, 48장 4절, 이사야 41장 8절, 예레미야 2장 21절, 33장 22절, 
23장 5-8절, 시편 22편 23절, 이사야 6장 13절, 65장 9절, 65장 23
절, 호세아 2장 18절, 이사야 43장 20절, 에스겔 31장 6절.
11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란 선행을 가지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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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리라. 모든 육은 더 이상 홍
수의 물로 잘라지지 않으리라. 홍
수가 땅을 파괴하는 일은 더 이
상 없으리라.

12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와 너와 너와 함
께 있는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
와, 손손을 위하여 만드는 언
약의 표시이다.
13 나는 구름에 내 활을 놓아 둔
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땅 사이
에 있는 언약의 표시이리라.

14 그리고 장차 내가 땅 위에 구
름을 가져 올 때 활이 구름에서 
보여질 것인바,
15 나는 내가 너와 모든 육의 생
명 있는 혼 각각 모두 사이에 세
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물들이 모든 육을 파괴하기 위하
여 홍수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
으리라.

사람과 더불은 주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이 현존은 방주에서 나온 것
들과, 땅의 야생 동물 각각 모두, 즉 교회 내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
람에게도 해당된다. “모든 육은 홍수의 물로 더 이상 잘라지지 않으리
라”란 고  교회의 사람은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 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홍수가 땅을 파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으리
라”란 죽일 듯하게 숨막히는 설득(persuasion)은 등장하지 않을 것임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3장 23,28-30절, 
12,13절.  “하느님께서 말하셨다”란 그와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다”란 선행에 주님의 현존이 있겠다는 암시를 
의미한다. “나와 너 사이에 만들...”이란 주님께서는 선행을 수단으로 
인간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너와 함께 있는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
란 거듭나아져 온 인간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 손손을 위하
여”란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나는 구름에 내 활을 놓아 두겠다”란 거듭난 영적 인간의 상태를 의
미하는데 이 상태는 마치 무지개 같다. “구름”은 천적 인간에 있는 밝
은 빛에 비해 상 적으로 더 어두운 빛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시이리라”란 선행에 주님의 현존이 있는다는 암시를 
의미한다. “땅”은 이 구절의 경우 인간 고유의 것(man's own)이다. 위 
사항 모두는 거듭나는 영적 인간에 관해서 인 바. 이는 영적 교회에게
도 해당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장 10절, 에스겔 34장 23,25절, 37장 
24,26,27절, 말라기 2장 4,5절, 민수기 25장 12,13절, 신명기 7장 
9,12절, 마태복음 22장 34-40절, 마가복음 12장 28-34절, 열왕기하 
23장 3절, 예레미야 31장 31-33절, 출애굽기 31장 16,17절, 창세기 
17장 10,11절, 출애굽기 24장 7,8절, 신명기 6장 5,8절, 11장 13,18
절, 에스겔 1장 26-28절, 계시록 4장 2,3절, 10장 1절.
14,15절.  “장차 내가 땅 위에 구름을 가져올 때”란 인간의 의지 부분
에 있는 인간 고유의 것 때문에 선행으로부터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
으리라를 의미한다. “활이 구름에서 보여질 것이다”란 인간이 아직은 
거듭나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란 거듭나는 이
들, 그리고 거듭나질 수 있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모든 육의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란 온 인류를 의미한다. “물들이 
모든 육을 파괴하기 위하여 홍수가 되는 일은 없으리라”란 인간의 지
적 부분은 태고 교회의 후손에게 있었던 것 같이 파멸될 정도로 설득 
당해질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위 사항은 일반적 차원에서 보면 모
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7



창세기 9 - 65 -

16 그리고 활이 구름에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나는 하느님과 땅 위에 있는 모
든 육의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 
사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
하리라.
17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 사이에 세워
진 언약의 표시이다.

****************************
18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그리고 함, 그리고 
야벳이었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
의 조상이다.

19 이 세 명이 노아의 아들들이
다.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 온 땅
은 가득 찼다.

20 그리고 노아는 지면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포도
원을 설치했다.

장 2절, 이사야 11장 5절, 49장 26절.
16절.  “활이 구름에 있을 것이다”란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란 인간의 상태는 거듭나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란 주님은 선행에서 거듭나는 사
람과 현존하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
의 생명 있는 혼 각각 모두 사이에...”란 위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위 내용은 거듭나질 수 있는 사람을 주목
하고 있다.
17절.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하셨다”란 교회(the church)는 이를 
알아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 사
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시이다”란 선행에 있는 주님의 현존은 교회 내
의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해당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8장 10,14절, 19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
절.

***************************************************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란 고  교회를 구성한 것들
을 의미한다. “방주에서 나갔음”이란 거듭나지는 것들을 의미한다. 
“셈”은 내적 교회를 의미한다. “함”은 부패된 교회를 의미한다. “야벳”
은 외적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란 부패된 
교회로부터 내용 없는 껍데기 만의 교회가 솟구침을 의미한다. 이런 
예배가 “가나안”으로 의미된다.
  참조 성서 시편 78편 51절, 시편 105편 23,27절, 106편 22절.
19절.  “이 세 명이 노아의 아들들이다”란 세 종류의 교리들을 의미한
다. 이 교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들 속에 있다. “이들로부터 온 땅이 
가득 찼다”란 이 세 종류의 교리들로부터 참되든 거짓되든 모든 교리
들이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장 1,3-6, 18-20절, 말라기3장 12절, 이사야 
40장 21절, 45장 17절, 66장 22절, 계시록 21장 1절, 스가랴 12장 1
절,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 2장 4절, 요엘 2장 10절, 예레미야 4장 
23절, 4장 27,28절, 다니엘 7장 23절, 예레미야 25장 32,33절, 이사
야 14장 7절, 에스겔 35장 14절, 이사야 54장 9절.
20절.  “그리고 노아는 지면의 사람(농군)이 되기 시작했다”란 일반적 
측면에서 인간은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가르쳐짐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포도원을 설치했다”란 이런 교리들로부터의  교회를 
의미한다. “포도원”은 영적 교회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장 1-3,7절, 예레미야 31장 4,5절,에스겔,28장 
25,26절, 아모스 4장 9,12절, 9장 14절, 예레미야 2장 14,21절, 에스
겔 19장 1,10절, 호세아 10장 1절, 14장 1,5,7절, 창세기 49장 10,11
절, 마태복음 20장 1-16절, 21장 33-44절, 마가복음 12장 1-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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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술취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막 
한가운데에서 덮혀있지 않은채 
있었다.

22. 그리고 가나안의 조상,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 벗음을 보았
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자기 형제
에게 말했다.

23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의복을 
찾아들고, 그것을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놓고, 뒷걸음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다. 따
라서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했
는 바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
거벗음을 보지 않았다.

24 그리고 노아는 그의 포도주로

누가복음 20장 9-16절.
21절.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마셨다”란 영적 교회(인간)이 믿음 속
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싶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술취했다”란 영
적 인간은 조사해보다가 오류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
기 천막 한가운데에서 덮혀 있지 않은채 있었다”란 오류에 빠진 결과 
뒤집혀진 것들을 의미한다. “천막 한가운데”란 믿음 속의 교리들 중에
서 제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장 1,2,4절, 예레미야 8장 13절, 호세아 9장 10
절, 미가 7장 1절, 이사야 65장 8절, 창세기 49장 11절, 계시록 14장 
18절, 이사야 16장 10절, 24장 6,7,9,11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 
아모스 9장 14절, 스바냐 1장 13절, 아모스 5장 11절, 스가랴 10장 7
절, 계시록 6장 6절, 민수기 15장 2-15절, 28장 11-15,18절부터 끝
절까지, 29장 7절부터 끝절 까지, 레위기 23장 12,13절, 출애굽기 29
장 40절, 호세아 9장 2-4절, 이사야 28장 7-9절, 19장 11,12,14절, 
예레미야 25장 27절, 시편 107편 27절, 이사야 56장 12절, 예레미야 
13장 12,13절, 요엘 1장 5-7절, 계시록 14장 8,10절, 16장 19절, 17
장 2절, 18장 3절, 19장 15절, 예레미야 51장 7절, 레위기 10장 8,9
절, 이사야 5장 21,22절, 29장 9,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하박
국 2장 15절.
22절.  “함”과 “가나안”은 앞 절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함은 부패된 
교회를, “가나안”은 내적 예배 없는 외적 예배를 의미한다. “자기 아버
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란 부패된 교회가 위에서 언급된 것 즉 오류
와 뒤집어져 곡해된 사항들을 관찰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두 
형제에게 말했다”란 부패된 교회가 오류와 곡해된 것을 보고 비웃었음
을 의미한다.
23절.  “셈은 내적 교회를 의미함은 이미 말했다. “야벳”은 내적 교회
에 상응되는 외적 교회를 의미한다. “의복을 찾아 들었다”란 이 두 교
회는 오류와 뒤집어진 교리를 조롱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해석했음을 
의미한다. “의복을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놓았다”란 이 두 교회는 성의
를 다해 좋은 쪽으로 해석했음을 의미한다. “뒷걸음으로 갔다”란 이 
두 교회는 오류와 곡해된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다”란 이 두 교회는 오류와 곡해된 것을 너
그러이 보아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했는 바 그
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란 오류나 곡해된 사항을 
두고 악담이나 조롱하기 보다는 너그러이 보아주되 추론함으로부터 
야기되는 오류나 실수에 동의해서는 아니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4장 21절, 29장 6,7절, 스바냐 3장 9절, 스가랴 
7장 11절, 이사야 46장 6,7절, 9장 6절, 22장 22절.
24절.  “노아는 그의 포도주로부터 깨어났다”란 영적 교회(인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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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깨어났다, 그리고 자기의 작
은 아들이 자기에게 했던 짓을 
알았다.
25 그리고 그는 말했다. 가나안
은 저주를 받으라. 자기 형제들에
게 종들의 종이 되어라.

26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복있음
이 셈의 하느님 여호와이시다; 그
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일 것이다.

27 하느님께서 야벳을 번창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가 셈
의 천막에서 거주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
라.

28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후 삼
백 오십 년을 살았다. 
29 따라서 노아의 모든 날들은 
구백 오십 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나은 가르침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했던 짓을 알았다”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는 타인의 허물
을 약점으로 삼거나 조롱거리감으로 여기는 짓 밖에 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란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
은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비켜서게 함을 의미한다. “자기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라”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는 교회 내의 천
박한 것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8장 20절, 신명기 24장 16절, 열왕기하 14장 6
절, 시편 28편 6절, 31편 21절, 41편 13절, 66편 20절, 68편 19,35
절, 72편 18,19절, 89편 52절, 119편 12절, 124편 6절, 135편 21절, 
144편 1절, 이사야 61장 5,6절, 60장 10절, 여호수아 9장 23,27절, 
신명기 22장 1절, 열왕기하 9장 21,22절.
26절,  “복있음이 셈의 하느님 여호와이시다”란 모든 선은 내적인 것
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있다를 의미한다; “셈”은 내적 
교회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일 것이다”란 예배를 오로지 외적
인 것들에만 존재하게 만드는 이들은 단히 나쁜 섬김을 교회 사람
에게 제공할 이들 사이에 있다를 의미한다.
27절.  “야벳”은 내적 교회와 상응되는 외적 교회를 의미한다. “하느님
께서 야벳을 번창시켜 주시기를 빕니다”란 이 외적 교회가 계발됨을 
의미한다. “그가 셈의 천막에서 거주하기를 빕니다”란 예배에서 내적
인 것이 외적인 것에 있도록 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란 외적인 것 만으로 예배가 있게 하는 자들은 천박한 예
배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장 2절, 시편 78편 60절, 이사야 54장 2절, 
예레미야 4장 20절, 스가랴 12장 6,7절.
28,29절.  위 구절은 첫 고  교회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 교회의 상태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지금 따라오는 주제는 거듭나는 사람의 상태이다, 첫째로 내적 인간
이 지배하고 외적 인간이 복종하는 것이다.
  즉 외적 인간의 모든 것들은 복종하는 위치에서 내적 인간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1-3절) 그러나 인간이 탐욕 안에 선과 진리를 침수
시키지 않도록, 또는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을 확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고심해야 하는바, 그 이유
는 그럴 경우 그가 죽음으로 저주되고, 처벌되고. (4,5절) 그리하여 
그와 더불은 하느님의 형상, 또는 영적 인간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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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그리고 이것들은 노아의 아들
들,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다. 
그들에게 홍수 후에 아들들이 태
어났다.

절) 만일 이런 것이 피해진다면 만사는 순조롭다. (7절)
  다음으로 취급되는 것은 홍수 이후 인간의 상태이다, 주님께서 이렇
게 모양새를 짜셨던 바 그분께서는 그와 함께 현존하셔야 했는데, 그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선행(charity)이다. 이렇게 하면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손 처럼 멸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8-11절) 
  그 후, 홍수에 이어지는 인간의 상태, 즉 선행을 받는 능력 (자격, 
capacity)이 있는 사람이 “구름에 있는 활, bow in the cloud”로 묘사
되어 있다. 그는 이것을 닮는다. (12-17절) 이 “활”은 교회 속의 사
람, 또는 거듭나는 사람에 관계되고, (12,13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에게 관계가 있고, (14,15절) 특별하게는 거듭나질 자격을 가진 사람
에게 관계되고, (16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계된다. (17절)
  마지막으로 고  교회를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셈”은 내적인 
예배이다. “야벳”은 내적인 예배와 상응하는 외적인 예배이다. “함”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이다. 그리고 “가나안”은 내적인 것에서 분
리된 외적인 예배이다. (19절부터 끝절까지) 이 교회는 그 자체로부
터 믿음 속의 진리들을 조사하고 싶어함을 통하여, 그리고 추론함을 
수단으로 오류들과 곡해함들 안으로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만다. (19-21절)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있
는 이들은 위와 같은 오류와 곡해의 결과 믿음 속의 교리 자체를 조
롱한다. (22절) 그러나 내적 예배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적 예배
로부터 파생된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은 믿음 속의 교리 자체에 해 
좋은 쪽으로의 해석을 내놓고, 설사 그 속의 약점이 보인다 해도 너그
러이 보아준다. (23절)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외적 예배에 있는 
이들은 최고로 천박하다. (24,2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에서 천박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26,27절)
  마지막으로, 첫 고  교회의 기간과 상태가 노아의 나이의 햇수들로 
묘사되고 있다. (28,28절)

10
내적 의미 해설

1절.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들이다”란 고  교회의 예배와 교
리들이 갈라져 나왔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  교회가 여기서는 
“노아”라 불리고 있다. “셈”은 내적 예배를, “함”은 부패된 내적 예배
를, “야벳”은 내적 예배와 상응되는 외적 예배를 의미함은 앞 장에서
와 같다.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란 위 세 종류의 예배로부터 
교리들이 파생되어짐을 의미한다. “홍수 후에”란 이 새로운 교회가 일
어나는 때, 그 시간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창세기 10 - 69 -
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그리고 
마곡, 그리고 마 , 그리고 야완, 
두발 그리고 메섹, 그리고 디라스
이다.

3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
그나스, 그리고 리밧, 그리고 도
갈마이다.

4 그리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
사, 그리고 달시스, 깃딤, 그리고 
도다님이다.

5 이들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나
라들의 섬들이, 모든 이들이 자기
들 언어에 따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에 관련하여 
흩뜨려졌다.

6 그리고 함의 아들들은 구스, 그
리고 미스라임, 그리고 붓, 그리
고 가나안이다.

2절.  “야벳의 아들들”이란 내적 예배와 상응되는 외적 예배를 가졌던 
이들을 의미한다. “고멜, 마곡, 마 , 야완, 두발, 메섹  그리고 디라
스”란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나라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예배가 
존재했다. 그들은 이 예배의 예식을 경건하게 지켜왔는데 이로부터 수
많은 다른 교리들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8장 2-6, 8절, 39장 1,2,4절, 계시록 20장 
7-9절, 에스겔 32장 26절, 이사야 66장 18,19절.
3,4절.  “고멜의 아들들”이란 외적 예배를 가졌던 이들, 그러나 고멜이
라는 나라에 존재했던 예배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스그스, 
리밧, 도갈마”란 위와 같은 예배가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거행한 예식들에는 고멜과 더불은 외적 예배로부터 파생된 수
많은 교리들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야완의 아들들”이란 야완이라는 나라에 존재했던 예배로부터 더욱 
많은 외적 예배가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엘리사, 달시스, 깃딤, 도
다님”이란 위와 같은 예배가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준수한 예식은 야완과 더불은 외적 예배로부터 파생되었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장 27절, 에스겔 27장 13,14절, 38장 6절, 
27장 7절, 이사야 66장 19절, 23장 1,14절, 예레미야 2장 10절, 이사
야 33장 12절, 에스겔 27장 6절, 민수기 24장 24절.
5절.  “이들로부터 그들의 땅에서 나라들의 섬들이 흩뜨려짐”이란 이
들로부터 많은 나라들의 예배가 튀어나왔음을 의미한다. “섬들”은 특
별한 지역들, 그러므로 특별한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는 내적 예배
로부터 한참 더 멀어진 예배를 말한다. “그들의 땅”이란 일반적인 예
배이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에 
관련하여”란 파생된 갖가지 예배는 자기들의 자질에 따라 있어졌음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언어에 따라”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를,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란 그들의 정직성에 따라서를, “그들의 나라에 관련
하여”란 위 두 가지 모두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1장 1,5절, 42장 4,10,12절, 49장 1절, 51장 5
절, 예레미야 31장 10절, 스바냐 2장 11절, 시편 97편 1,2절, 이사야 
66장 19절, 예레미야 2장 10절, 에스겔 27장 6절.
6절.  “함”은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 장에서와 
같다. “함의 아들들”이란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
한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란 수많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를 수단으로 내적 의미에서는 지식들(the knowledges, 주관적 지식
들), 기억 속의 지식들(the memory-knowledges, 객관적 지식들), 그
리고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속에 있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6장 8,9절, 에스겔 30장 4,5,9,10절, 이사야 
20장 4,5절, 나흠 3장 9절, 이사야 45장 14절, 다니엘 11장 43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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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그리고 
하윌라, 그리고 삽다, 그리고 라
아마, 그리고 삽드가이다. 그리고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
이다.

8 그리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
다. 그는 땅에서 힘센 자가 되기 
시작했다.

9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함에
서 힘이 센 자였다. 그러므로 니
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사냥하는
데 힘이 센 자였다고 말해져 왔
다.

10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
에 있는 바벨, 그리고 에렉, 그리
고 악갓, 그리고 갈레에서 였다.

바냐 3장 10절, 시편 68편 31절, 87편 4절, 이사야 19장 1절부터 끝
까지, 30장 1-3절, 31장 1-3절, 예레미야 2장 18,36절, 42장 14절
부터 끝까지, 46장 1절부터 끝까지, 에스겔 16장 26절, 23장 3,8절, 
29장 1절부터 끝까지, 30장 1절부터 끝절까지. 호세아 7장 11절, 9장 
3,6절, 11장 1,5,11절, 미가 7장 5절, 스가랴 10장 10,11절, 시편 80
편 8절 이하, 예레미야 46장 8,9절, 에스겔 30장 4,5절, 나흠 3장 9
절, 다니엘 11장 43절, 시편 106편 38,39절, 에스겔 16장 3절.
7절.  "구스의 아들들"은 내적 예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믿음에 관
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서 종교가 존재하게 만든 이들을 의미한다. “스
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란 믿음에 관한 지식들을 가졌던 여
러 나라들이다. 내적 의미일 경우 이 나라들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관한 지식 자체를 의미한다. “라아마의 아들들” 역시 내적 예배를 가
지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관한 지식은 가졌기에 종교가 존재되게 
한 이들을 의미한다. “세바와 드단”이란 위와 같이 믿음에 관한 지식
을 가졌던 나라들이다. 내적 의미일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
한 지식 자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구스의 아들들”은 영적
인 것에 관한 지식들을 , “라아마의 아들들”은 천적인 것에 관한 지식
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2:10,11, 이사야 43:3, 45:14, 60:6,7, 에스겔 
27:22,23, 마태복음 2:1,11, 예레미야 6:20, 에스겔 27:15, 27: 20,21, 
예레미야 49:7,8.
8,9절.  “구스”란 천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을 의미함은 앞 절과 같다. 
“니므롯”이란 내적 예배를 외적 예배로 만든 이들을 의미한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란 내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가졌던 그들이 위와 같
은 외적 예배를 설립했음을 뜻한다. “그가 땅에서 힘센 자였다”란 위
와 같은 외적 예배가 크게 유행했음을 의미한다. “땅”이 교회임은 앞 
장에서와 같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함에서 힘센 자였다”란 그는 많은 자들을 
설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사냥하는데 
힘이 센 자였다 고 말해져 왔다”란 수많은 이들이 설득되어 왔기에 이
런 말솜씨의 형체가 속담이 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런 종교
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포로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3:18-21, 미가 7:2,3, 시편 140:11, 이사야 
21:16,17, 호세아 10:13.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이란 이런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란 그 종교 안에 이런 예배가 있었
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들은 그런 예배 자체, 즉 내용은 모독되어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거룩한듯 보여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6:2, 스가랴 5:11, 다니엘 1:2,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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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는 그 땅으로부터 앗수르로 
더 나아갔다. 그리고 르호봇과 갈
라,
12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 성은 큰 
도시이다.

13 그리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
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 그들로
부터 불레셋이 나왔고, 그리고 갑
도림도 낳았다.

15 그리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11,12절.  “그 땅으로부터 앗수르로 더 나아갔다”란 위와 같은 외적 
예배를 지닌 이들이 예배의 내적인 것에 관하여 추론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앗수르”는 추론을 명시한다.
 “그리고 니느웨, 그리고 르호봇과 갈라성을 지었다”란 추론으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믿음에 관한 교리들을 꾸며냈음을 의미한다. 
“니느웨”는 이런 교리들 속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르호봇과 갈라”는 
니느웨와는 다른 근원에서 온 교리 속의 거짓을 의미한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란 그들 또한 생명에 관한 교리들을 자신들을 위
해 꾸며냈음을 의미한다. “레센”은 니느웨와 갈라로 의미된 교리들에
서 갈라져 나온 교리 속의 거짓을 의미한다. “니느웨”는 추론함으로부
터의 거짓이다. “갈라”는 탐욕으로부터의 거짓이다. “니느웨와 갈라 사
이...”란 위 두 가지로부터의 거짓이다. “이 성은 큰 성이다”란 위의 교
리들이 단히 크게 유행했고 많이 불어났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3:2,3,5,6,17, 16:26,28,29, 예레미야 2:18,36, 
50:17,18, 미가 5:5,6, 호세아 11:11, 이사야 19:23-25, 20:1부터 끝
절 까지, 23:13, 27:13, 30:31, 31:8, 36장, 룯37장, 52:4, 에스겔 
27:23,24, 31:3부터 끝절 까지, 32:22, 미가 7:12, 스바냐 2:13, 스가
랴 10:11, 시편83:8, 호세아 5:13, 7:11, 10:6, 11:5, 12:1, 14:3, 스
가랴 10:10, 스바냐 2:13,14.
13,14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을 낳았다”란 
아주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한 그 나라들에 있는 다양한 예식들
을 의미한다. “미스라임”은 기억 속의 지식을,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은 기억 속의 지식(객관적 지식)에 불과할 뿐인 여러 예식들이
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들도 기억 속
의 지식에 불과한 문제들과 비슷한 근원으로부터의 교리들 속의 예식
들을 의미한다. “이들로부터 불레셋이 나왔다”란 거기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나라들은 믿음과 선행에 관한 지식들을 
단지 기억 속의 지식으로만 추켜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레셋이 
나왔다”에서 “나왔다 went forth”란 불레셋과 더불어 믿음과 선행의 
주관적 지식들이 단지 기억 속에 지식으로 머물기만 하여 갔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11,12, 에스겔 29:13-15, 30:13,14, 예레미야 
44:1,15, 사무엘상 14:6,17, 17:26,36, 31:4, 사무엘하 1:20, 창세기 
20:1-끝까지, 21:22-끝까지, 26:1-34, 이사야 14:29, 요엘 3:4-6, 
예레미야 25:20, 47:1-끝까지, 에스겔 16:27,57, 25:15,16, 아모스 
1:8, 오바디야 19절, 스바냐 2:5, 시편 83:7, 87:4 신명기 2:23, 예레
미야 47:4, 아모스 9:7.
15절.  “가나안”은 내적 예배 없는 외적 예배를 의미함은 앞절과 같



창세기 10- 72 -
헷을 낳았다.

16 이어서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 그 
후 가나안의 후예들이 두루 퍼졌
다.
19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
으로부터 그랄에 이르러 가사에
까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
드마와 스보임에 이르러 라사까
지 였다.

20 이들은 함의 아들들인데 각기 
그들의 족속에 따라, 각기 그들의 
말에 따라, 각기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이다.

21 셈에게도 역시 출생이 있었
다.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다.

22 셈의 아들들은 엘람, 그리고 
앗수르, 그리고 아르박삿, 그리고 
룯, 그리고 아람이다.

다. “시돈”은 영적인 것에 관한 외면적인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예배를 처음 가졌기에 시돈은 가나안의 장자라 말해지고 
있다. “헷”은 천적인 것에 관한 외면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2:22-33, 마가복음 12:18-28, 누가복음 
20:27-41, 예레미야 47:4, 요엘 3:4,5, 에스겔 32:30,32, 스가랴 9:2, 
에스겔 27:8, 이사야 23:2-4, 에스겔 28:24,26, 16:3,45.
16-18절.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은 아주 많은 나라를 말하는데 또한 그들은 다양한 우상들도 의
미한다. “그리고 그 후 가나안의 후예들이 두루 퍼졌다”란 아주 다양
한 우상 예배들이 이들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의미한다.

19절.  “시돈”은 외면적인 지식을 의미함은 앞 절에서와 같다. “그랄”
은 믿음에 관하여 밝히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사”는 선행에 관하
여 밝히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으로부터 그랄
에 이르러 가사에 까지”란 내적인 예배 없는 외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
는 이들과 더불은 진리와 선에 한 지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에 이르러 라사 까지”란 그들이 종결지은 악
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20절.  “함의 아들들”이란 부패된 내적 예배로부터 파생된 예배와 교
리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말에 따라, 그들의 땅
에서, 그들의 나라에서”란 각기 그들의 자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일
반적으로...를 의미한다. “그들의 족속에 따라서”란 그들의 도덕 기준
에 따라서..이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란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이다. 
“그들의 땅에서”란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서..이고, “그들의 나
라에서”란 그들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따라서..이다.
21절.  “셈”은 이 구절에서 일반적 측면에서의 고  교회를 의미한다. 
“셈에게도 출생이 있었다”란 새로운 교회가 고  교회로부터 솟구쳐 
나왔음을 의미한다. “에벨”은 두 번째 고  교회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교회를 의미한다.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다”란 이 두 번
째 고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것은 앞서 있어 아버지 격인 고

 교회로부터 솟구쳐 나왔음을 의미한다.
22절.  “셈”이 내적 교회를 의미함은 앞장에서와 같다. “셈의 아들들”
이란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이다.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란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해 주
고 있다. 즉 “엘람”은 선행으로부터의 믿음을, “앗수르”는 갈라져 나오
는 이성(reason)을, “아르박삿”은 갈라져 나오는 기억 속의 지식(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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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리고 아람의 아들들은 우
스, 그리고 훌, 그리고 게델, 그리
고 마스이다.
24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
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25 그리고 에벨에게 두 아들이 
출생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의 시절에 땅이 나뉘
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26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
는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었
다.
30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부
터 스발에 이르는 동쪽의 산이었
다.
31 이들은 셈의 아들들인데, 그
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나
라에 따라서 이다.

적 지식)을, “”은 진리에 관한 주관적 지식들을, “아람”은 선에 관한 
주관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9:34-39, 이사야 21:1,2, 에스겔 27:16, 호
세아 12:12-14, 이사야 17:1,3.
23절.  “아람”은 선에 관한 주관적 지식을 의미함은 앞 절에서와 같
다. “아람의 아들들”이란 갈라져 나온 주관적 지식과 이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우스, 훌, 게델, 마스”란 많은 종류의 주관적 
지식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들을 의미한다.
24절.  “아르박삿”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는 기억 속의 지식을 의
미했다. “셀라” 역시 어떤 나라를 말하는데 이는 기억 속의 지식에서 
갈라져 나온 지식을 의미했다. “에벨”역시 어떤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는 에벨이라 불리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나라도 그렇게 불리웠
는데 이 이름에 의해 두 번째 고  교회도 의미되었는데 이 교회는 
앞의 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졌다. 에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인정
한 나라가 히브리 나라라고 불리웠다.
25절.  에벨은 두 번째 고  교회의 첫 설립자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
을 수단으로 이 교회가 의미되어지고 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출생했
다”란 예배의 두 종류, 내적, 외적예배를 의미해주고 있다. 그의 두 아
들은 “벨렉과 욕단”이라 불렀는데 그중 “벨렉”은 이 교회의 내적 예배
를, “욕단”은 외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 “그의 시절에 땅이 나뉘었
다”란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땅”이 교회를 의미
함은 전과 같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란 이 교회의 외적 예
배를 의미한다. 
26-29절.  위 모두는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에벨 가문에 속하
는 여러 나라들이고 이 나라를 수단으로 성경에서는 다양한 예식들을 
의미해주고 있다.

30절.  이 구절의 말들은 예배의 폭, 즉 믿음의 진리로부터 선행의 선
에까지 이르러 예배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메사”는 진리를 
의미하고, “스발”은 선을, “동쪽의 산”은 선행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22,23, 43:1,2, 44:1,2, 46:13, 47:1,8.
31절.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다”란 “셈”이라는 내적 예배로부터 파생
되어 나온 예배를 의미한다.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언어에 따
라,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나라에 따라서”란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각각의 자질에 따라서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가문에 따라”란 선행에 
관하여 차이점이 다름에 따라서를 의미하고, “그들의 언어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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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
들인데 그들의 출생지에 따라, 그
들의 나라에 따라서 이다.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땅에는 나라들
이 두루 퍼졌다.

믿음의 차이점에 따라서를 의미하고, “그들의 땅에서”란 일반적 측면
에서 믿음 속의 것들에 따라서를 의미하고, “그들의 나라에 따라서”란 
일반적 측면에서 선행 속의 것들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32절.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다”란 세부적 측면에서의 고  교회의 
예배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출생지에 따라서”란 그들이 재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에 비례해서를 의미하고, “그들의 나라에서”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이 교회의 예배를 의미한다. “이들로부터 땅에는 나라들이 
두루 퍼졌다”란 그들로부터 선과 악에 관련하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왔음을 의미한다. “나라들”은 선과 악에 관련하여를 의미하고, “땅”은 
교회를 의미한다. “홍수 후에”란 고  교회의 시작으로부터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10-12, 9:2,3, 14:32, 25:7, 26:2, 43:9, 
49:2, 44:3, 45:4,5, 60:3,5, 스바냐 2:9, 스가랴 8:22, 시편 18:43, 
67:4,5, 신명기 32:7,8, 창세기 25:23, 시편 22:27,28, 96:7.

내적 의미 요약
  이 전체 장을 망라하여 취급하는 주제는 고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 널리 퍼짐이다. (1절)
  내적 예배에 상응하는 외적 예배를 가졌던 이들이 “야벳의 아들들”
이다. (2절) 내적인 것에서 멀리 떨어진 예배를 가졌던 이들이 “고멜
과 야완의 아들들”이다. (3,4절)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더 멀리 떨어
진 예배를 가졌던 이들이 “나라들의 섬들”이다. (5절)
  지식들, 기억적 지식들, 예식들을 증진되게 했으되, 그것들을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한 이들이 “함의 아들들”이다. (6절)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에 몰두한 이들이 “구스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천적인 것들
에 관한 지식에 몰두한 이들이 “라아마의 아들들”이다. (7절)  
  내면에 악들과 거짓들을 지닌 외적인 예배를 가진 이들이 취급된다. 
이와 같은 예배가 “니므롯”이다. (8,9절) 이와 같은 예배 안에 있는 
악들이다. (10절) 이와 같은 예배에 있는 거짓들이다. (11,12절)
  추론들을 수단으로 기억적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예배를 자
신들을 위해 만들어낸 이들에 관하여, (13,14절) 그리고 믿음에 관한 
지식들을 단지 기억 속의 지식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에 관하여, (14
절)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예배에 관하여, 이것이 “가나안”이다, 그리고 
이 예배의 파생물, (15-18절) 그리고 그것의 확장. (19,20절)
  내적인 예배에 관하여, 이것이 “셈”이다, 그리고 그것의 확장은 두 
번째 고  교회에까지 이다. (21절) 내적인 예배와 그것의 파생들에 
관하여, 이것은 선행으로부터 있고, 지혜로부터, 총명으로부터, 기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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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그리고 온 땅은 한 입술 속에 
있었고, 그들의 말들은 하나였다.

2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했을 
때 이었는데, 그들은 시날의 땅에
서 골짜기를 발견했고, 그들은 거
기에 거주했다.

3 그리고 그들은 자기 동료들에
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들이 벽
돌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들을 견
고히 구워내자. 그리고 그들은 돌 

신 벽돌을, 회반죽 신 역청을 
가졌다.

4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
리가 도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
고 그 탑의 머리가 하늘에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얼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지식들로부터 파생된다. 이것이 “나라들”에 의해 
의미된다. (22-24절)
  시리아(Syria)에서 일어난 어떤 교회에 관하여, 이 교회는 에벨에 
의해 설립되었고, 두 번째 고  교회라 불리워진다. 이 교회의 내적인 
예배가 “벨렉”이고, 외적인 예배는 “욕단”이다. (25절) 이 예배의 의식
들은 26-29절에서 명명되는 나라들이다. 이 교회의 확장. (30절)
  각 나라의 특질에 맞추어서 고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
다는 것. (31,32절)

11
내적 의미 해설

1절.  “온 땅이 한 입술 속에 있었다”란 어느 곳이든 일반적으로 한 
개의 교리였음을 의미한다. “입술”은 교리를, “땅”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들의 말들은 하나였다”란 세부적으로 하나의 교리였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5-7, 11:4, 57:19, 에스겔 3:4-7, 스바냐 
3“9, 말라기 2:6,7, 시편 12:4, 63:5, 이사야 19:18, 시편 119:7-16, 
14:1,2,4, 이사야 9:8, 마태복음 4:4, 13:19, 출애굽기 34:28, 신명기 
4:13, 10:4, 4:9.
2절.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했을 때”란 그들이 선행으로부터 멀
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그들이 시날의 땅에서 골짜기를 발견했다”란 
그들의 예배가 더 불결하고 더럽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란 그들의 생활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1,5, 예레미야 2:23, 7:31,32, 19:6, 에스겔 
6:3, 39:11,15, 이사야 41:18.
3절.  “그들이 동료들에게 말했다”란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라, 벽돌을 만들자”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변화시킨 거짓들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견고히 구워내자”란 자아 사랑으로부터 온 
악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돌 신 벽돌을 가졌다”란 그들이 진리 
신 거짓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회반죽 신 역청을 가졌다”란 
그들이 선 신 탐욕의 악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5:2,3, 9:9,10, 나흠 3:14,15, 에스겔 4:1, 이사
야 64:11, 33:11,12, 54:11-13, 창세기 49:24, 시편 118:22, 이사야 
27:9, 62:10, 예레미야 51:25,26, 이사야 34:8,9, 64:8, 예레미야 
18:6.
4절.  “그들이 말했다”란 그렇게 되어갔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도성과 
탑을 건설하자”란 그들이 교리와 예배의 골격을 짰음을 의미한다. “도
성”은 교리를, “탑”은 자아를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것의 머리가 하늘
에 있음”이란 그들의 지배권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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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에 흩어지지 않도록 이름을 만
들자.

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건설해오고 있는 도성
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 오셨
다.
6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보라, 이 무리들이 하나이다, 그
리고 그들 모두 한 입술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
고 지금 그들이 하려고 생각한 
것 중 어느 한가지도 그들로부터 
보류된 것이 없다.
7 오라, 우리가 내려 가자, 그리
고 그들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여 
그들이 자기 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 하자.
8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의 얼굴에 흩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도성을 건설하는 것을 그
만 두었다.
9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의 이름
을 바벨이라 부르셨는데, 그 이유
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셨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여호와께
서는 그들을 온 땅의 얼굴에 흩
으셨다.

10 이것들은 셈의 출생들이다. 
셈은 일백 세의 아들이었고. 홍수 
이후 이 년,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름을 만들자”란 그럼으로해서 그들은 권세를 위해 유명해지려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온 땅의 얼굴에 흩어지지 않도록”이란 위의 방법 
외에는 달리 자기들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11-18, 30:25, 23:13, 에스겔 26:3,4.
5절.  “여호와께서 내려 오셨다”란 그들 위에 내려질 심판을 의미한다. 
“도성과 탑을 보려고...”란 그들이 교리를 뒤집고 예배를 모독했기 때
문...을 의미한다. “사람의 아들들이 건설해오고 있는...”이란 그들이 자
기들을 위해 고안해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44:5,6, 이사야 31:4, 64:1, 미가 1:3,4.
6절.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이러이러하게 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보라, 이 무리들이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란 그들은 모두 믿음과 교리에 관하여 한 개의 진리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란 그들은 지금 
달라지기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금 그들이 하려고 생각한 것 중 
어느 한가지도 그들로부터 보류된 것이 없다”란 그들의 상태가 지금 
바뀌어지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7절.  “오라, 우리가 내려가자” 란 심판이 다음과 같이 결과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입술을 혼동되게 함”이란 어느 누구도 교리의 진리
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자기 동료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란 모두가 서로서로 다양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의 얼굴에 흩으셨다”란 주님께서 그 
교리들을 인정하시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도성을 건설하는 것
을 그만두었다”란 주님께서는 이런 교리, 즉 내면적으로 자아 사랑과, 
자아 숭배가 박혀 있는 교리는 받으시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9절.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부르셨다”란 바벨로 
의미되는 예배, 즉 예배에 자아를 사랑함이 내면적으로 깔려 있어 불
결하여 순수함을 짓밟은 예배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온 
땅의 입술을 혼동되게 하셨기 때문에...”란 내면적인 예배가 멸해지기 
시작한 고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땅”은 교회이다. “그 때로부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의 얼굴에 흩으셨다”란 내면적인 예배가 절
멸시켜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8,10,21,22, 14:4,13-15, 47:1,10, 예레미야 
2:25,53, 50:1,2, 27:8, 29:16,17, 20:4,5, 25:9,11.
10절.  “이것들은 셈의 출생들이다”란 두 번째 고  교회의 파생들을 
의미한다. “셈”은 일반적으로 내적 예배를 의미한다. “일백 년”은 시작 
당시의 이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아르박삿”은 그의 이름으로부터 
명명된 나라였는데, 그 이름을 수단으로 기억적인 지식이 의미되고 있
다. “홍수 이후 이년”이란 노아 홍수 이후 두 번째 교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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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셈은 그가 아르박삿을 
낳은 후 오백 년을 살았고, 아들
들과 딸들을 낳았다.
12 그리고 아르박삿은 오백 삼십 
년을 살았고 셀라를 낳았다.

13 그리고 아르박삿은 그가 셀라
를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
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4 그리고 셀라는 삼십 년을 살
았고 에벨을 낳았다.

15 그리고 셀라는 그가 에벨을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6 그리고 에벨은 삼십 사 년을 
살았고, 벨렉을 낳았다.

17 그리고 에벨은 그가 벨렉을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8 그리고 벨렉은 삼십 년을 살
았고, 르우를 낳았다.

11절.  “셈은 그가 아르박삿을 낳은 후 오백 년을 살았다”란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셈”은 여기서도 앞의 구절같이 내적 예배를 의미한
다. “아르박삿”은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란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12절.  “아르박삿은 오백 삼십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두 번째 상
태가 시작됨, 뿐만 아니라 그 상태 자체도 의미한다. “아르박삿”이 기
억적 지식을 의미함은 앞 절과 같다. “셀라를 낳았다”란 이 교회로부
터 파생됨을 의미한다.
13절.  “아르박삿은 그가 셀라를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다”란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아르박삿”은 앞 절 같이 기억적 지식을 의
미한다. “셀라”는 기억적 지식에 부속되는 것들이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14절.  “셀라는 삼십 년을 살았다”란 세 번째 상태가 시작됨을 의미한
다. “셀라”는 기억적 지식에 부속되는 것들을 의미함은 앞 절과 같다. 
“에벨을 낳았다”란 셀라로 의미된 교회의 상태로부터의 파생을 의미한
다. “에벨”은 에벨이라 불려진 나라인데 히브리 나라는 이 에벨을 아
버지로 한 나라이다. 히브리 나라는 두 번째 고  교회의 예배를 일반
적으로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18, 5:2,3, 3:13-15, 7:16, 10:3, 요나 1:9, 
사무엘상 5:6,8,9, 8:26, 창세기 40:15.
15절.  "셀라는 그가 에벨을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고"란 존속 
기간과 그 상태를 의미한다. “셀라는 기억적 지식에 부속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에벨”은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16절.  “에벨이 삼십 사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네 번째 상태의 시
작을 의미한다. “서에벨”은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예배를 의미한다. 
“벨렉”은 에벨로 의미된 교회로부터 파생 되어진 교회를 의미한다. “벨
렉”은 그가 조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소위 일종의 나라 이름인데, 이 이
름은 외적 예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외적 예배를 의미한 “벨렉”의 뒤
를 이어 이 예배로부터의 파생물이 등장하고 있다. 앞장 25절에서 벨
렉의 의미로부터 또 다른 뜻이 있다. 즉 “그의 시절에 땅이 갈라진” 
것이다. 그 이유가 벨렉은 그의 형제 욕단과 함께 이 두 번째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17절.  “에벨은 그가 벨렉을 낳은 후 사백 삼십 년을 살았다”란 존속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에벨”과 “벨렉”은 앞 절에서와 같은 의미이
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예배 의식들 속에 있는 교리적인 것
들을 의미한다.
18절.  “벨렉은 삼십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다섯 번째 상태의 시
작을 의미한다. “벨렉”의 의미는 앞 절에서와 같다. “그가 르우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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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고 벨렉은 그가 르우를 
낳은 후 이백 구 년을 살았고, 아
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0 그리고 르우는 삼십 이 년을 
살고, 스룩을 낳았다.

21 그리고 르우는 그가 스룩을 
낳은 후 이백 칠 년을 살았고, 아
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2 그리고 스룩은 삼십 년을 살
았고 나홀을 낳았다.

23 그리고 스룩은 그가 나홀을 
낳은 후 이백 년을 살았고, 아들
들과 딸들을 낳았다.
24 그리고 나홀은 이십 구 년을 
살았고, 데라를 낳았다.

25 그리고 나홀은 그가 데라를 
낳은 후 일백 십구 년을 살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26 그리고 데라는 칠십 년을 살
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
다.

27 이것들은 데라로부터의 출생
들이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
란을 낳았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다”란 거기로부터의 파생을 의미한다. 르우는 그를 시조로 삼은 나라
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로부터 르우는 한참 더 외적인 예배를 의미한
다.
19절.  “벨렉은 그가 르우를 낳은 후 이백 구 년을 살았다”란 존속 기
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벨렉”과 “르우”의 의미는 앞 절에서와 같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예식들을 의미한다.
20절.  “르우는 삼십 이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여섯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르우”의 의미는 앞 절과 같다. “스룩를 낳았다”란 거기로부
터의 파생을 의미한다. 스룩은 그를 시조로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
는데, 그 이름은 외적인 것들에서의 예배를 의미한다.
21절.  “르우는 스룩을 낳은 후 이백 칠 년을 살았다”란 존속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르우”와 “스룩”의 의미는 앞 절과 같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이런 예배의 의식들을 의미한다.
22절.  “스룩은 삼십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일곱 번째 상태의 시
작을 의미한다. “스룩”의 의미는 앞 절과 같다. “나홀을 낳았다”란 거
기로부터의 파생을 의미한다. 나홀은 그를 시조로 하는 나라의 이름으
로 불렸는데, 이 이름은 예배가 외적인 것에로 치중하다 아예 우상 예
배로 바뀐 예배를 의미한다.
23절.  “스룩은 그가 나홀을 낳은 후 이백 년을 살았다”란 존속 기간
과 상태를 의미한다. “스룩”과 “나홀”의 의미는 앞 절과 같다. “아들들
과 딸들을 낳았다”란 이 예배의 의식들을 의미한다.
24절.  “나홀은 이십 구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여덟 번째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나홀”은 우상 예배에로 기울고만 예배를 의미함은 
앞 절과 같다. “데라를 낳았다”란 거기로부터의 파생을 의미한다. 데라
는 그를 시조로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이름은 우상 예배
를 의미한다.
25절.  “나홀은 그가 데라를 낳은 후 일백 십구 년을 살았다”란 존속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나홀”은 우상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된 예배
를 의미함은 앞 절과 같다. “데라”는 우상 예배를 의미한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란 우상 예배의 의식들을 의미한다.
26절.  “데라는 칠십 년을 살았다”란 이 교회의 아홉 번째 상태의 시
작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지막 번째이다. “데라”는 우상 예배를 의미한
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란 거기로부터의 파생을 의미하
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은 인물(person)들이고 이들로부터의 나라는 
우상 숭배자들로 명명되었다.
  참조 성서. 여호수아 24:2,14,15, 출애굽기 6:3.
27절.  “이것들은 데라로부터의 출생들이다”란 우상 숭배의 기원과 그 
파생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표현(하는) 교회(the representative 
church)가 왔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었다. 또한 그는 그를 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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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

28 그리고 하란은 그의 출생지, 
갈 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의 얼굴들 앞에서 죽었다.

29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
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
름은 사래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
름은 가인데,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가의 아버지이자 미스
가의 아버지였다.
30 그리고 사래는 잉태하지 못했
는 바 그녀는 자식이 없었다.
31 그리고 데라는 그의 아들 아
브람,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요 그
의 손자인 롯,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요 자기 며느리인 
사래를 데리고 가나안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갈 아의 우르를 떠났
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에 까지 
왔는데, 거기서 머물렀다.
32 그리고 데라의 날들은 이백 
오 년이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
에서 죽었다.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의 이름은 우상 예배를 의미한다. 아
브람, 나홀, 하란은 데라의 아들들이다. 또한 그들을 시조로하는 나라
의 이름이 되었다. 이 이름들도 앞서 있던 우상 예배로부터 파생된 우
상 예배를 의미한다. 롯으로부터 두 우상 숭배 나라가 출발되었다.
28절.  “하란은 그의 출생지, 갈 아의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얼굴들 앞에서 죽었다”란 내면의 예배가 삭제되어 오로지 우상적인 것
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하란”은 내면적인 우상 예배를 의미한다. “그
의 아버지 데라”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우상 예배를 의미한다. “그의 
출생지”란 그 우상 예배가 파생된 근원을, “갈 아의 우르”란 거짓들이 
있는 외적 예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3:13, 43:14, 47:5,6,9, 48:20, 에스겔 16: 
2,3,26,28,29, 23: 5,8,14-17, 하박국 1:6-9.
29절.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았고,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
래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가인데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가의 
아버지이자 미스가의 아버지였다”란 우상 예배에 있는 악과 거짓의 결
혼들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이들의 친척 관계가 가리키는 것에서 암
시된다. 즉 남편들은 악들을, 아내들은 거짓들을 의미한다.
30절.  이 단어들은 악과 거짓이었던 것이 더 이상 그 자체로는 재 
생산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31절.  이 단어들은 우상 예배를 지니고 있어 왔던 이들이 천적, 영적
인 것들을 근원으로해서 표현(적) 교회(representative church)가 출
현하도록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하여 가르쳐졌음을 의미하고 있
다.

32절.  “데라의 날들이 이백 오 년이었다”란 데라로 의미된 우상 예배
의 존속 기간과 상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란 우상을 숭배함이 끝났고, 아브람을 통해 표현 교회가 시작함을 의
미하고 있다.

내적 의미 요약
  취급되는 주제는 첫 고  교회이다. 이 교회는 홍수 후에 있었다. 
(1-9절)
  이 교회의 첫 상태. 모두가 한 교리를 가졌다. (1절) 이 교회의 두 
번째 상태. 기울기 시작했다. (2절) 셋째 상태. 탐욕 속의 거짓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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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 너는 너의 토지로부터, 
네 출생으로부터, 네 아버지의 집
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될 토지로 가라.

2 그리고 나는 너를 위 한 나라
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이름을 위 하
게 만들겠고, 너는 축복이 되리
라.

3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그
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
는 그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가문들이 네 안에서 축복되어질 
것이다.

군림하기 시작했다. (3절) 넷째 상태. 사람들이 신성한 예배를 이용하
여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4절) 그러므로 해서 교회 상태는 바
뀌었다. (5,6절) 그렇게된 바 믿음으로부터의 선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7-9절)
  그 다음 두 번째 고  교회가 취급된다. 이 교회는 에벨로부터 명명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갈래와 상태, 마지막으로 우상화로 끝났다. 
(10-26절)
  셋째 고  교회의 기원이 취급된다. 이 교회는 우상화됨으로부터 표
현적 교회가 되었다. (27-32절)

12
내적 의미 해설

1절.  이 구절로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은 쓰여진 그 로 역사적으로 실
제로 있었다. 그러나 이 역사물은 표현적일 뿐이나 표현을 위해 사용
된 각 단어는 의미를 지닌다. “아브람”은 내적 의미에서 주님을 의미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란 모든 것에 한 첫 
번째 정신적 용의 주도하심을 의미한다. “너는 너의 토지로부터 나가
라”란 그분께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물러나심을 의미한
다. “네 출생으로부터”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보다 더 외면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네 아버지의 집”이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보다 더 내면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
게 될 토지”란 시야에 펼쳐지게 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2절.  "나는 너를 위 한 나라로 만들겠다"란 하늘과 땅에 있는 왕국
을 의미한다. “위 한 나라”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이는 천적인 것과 
선들로부터 라는 말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란 천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고, 영적인 것들이 번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네 이름을 위

하게 만들겠다”란 영광을 의미한다. “너는 축복이 되리라”란 위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도 공히 주님으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7:5, 17:15,16, 35:10,11, 21:13,18, 21:13,18, 
출애굽기 19:5,6, 예레미야 31:36, 이사야 9:2,3, 시편 106:5, 마태복
음 20:26-28, 마가복음 10:44,45, 창세기 26:4, 28:14, 시편 72:17, 
21:6, 예레미야 4:2.
3절.  “나는 너를 축복하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란 모든 행복은 심
정으로부터 주님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너를 저주하
는 그를 저주할 것이다”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불행할 것임
을 의미한다. “땅의 모든 가문들이 네 안에서 축복되어질 것이다”란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26, 96:2, 다니엘 2:19,20, 시편 28:6,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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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했던 그 로 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리고 아브람은 그가 하란에서 떠
났을 때 그는 칠십 오 년의 아들
이었다.
5 그리고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
래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 그리
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물질, 그
리고 그들이 하란에서 획득한 혼
(soul)을 챙겼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땅으로 가기 위해 나갔
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왔다.

6 그리고 아브람은 세겜 장소에
까지, 모레의 상수리나무 숲에까
지 그 땅을 통과 했다. 그리고 가
나안 족들이 그 땅에 있었다.

7 그리고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말하셨다. 나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래서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보여
진 여호와께 제단을 건립했다.
8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벧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그의 천막을 펼쳤다. 그곳
은 바다 쪽으로는 벧엘이, 동쪽에
는 아이가 보이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건
립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66:20, 72:18,19, 119:12, 144:1, 누가복음 1:67,68, 
4절.  “아브람”은 이미 말했듯이 인간 본질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
고 있다. “아브람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해준 그 로 갔다”란 신
성한 것들 쪽으로 그분께서 진보하심(progress)을 의미한다. “롯도 그
와 함께 갔다”란 감각적인 것을 의미한다. “롯”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람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아브람은 칠십 오 년의 아들
이었다”란 아직은 신성 측면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란 주님의 어스레한 상태를 의미한다. 
5절.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를 챙겼다”란 진리가 근접해갔던 선을 
의미한다. “아브람”은 여기서는 어린아이 이셨을 때의 주님을 뜻하고 
있다. “아내”로서의 “사래”는 진리를 뜻해주고 있다. “그의 형제의 아
들 롯”이란 감각적인 진리, 그러므로 어린아이 안에 은근히 심어지는 
첫 번째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소유해왔던 모든 물질”이란 감각적인 
진리들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하란에서 획득한 혼”이란 어
스레한 상태에서 가능했던 생명 있는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가나안의 땅으로 갔다”란 그분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에로 나
아가셨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왔다”란 그분은 사랑의 
천적인 것들에 도달하셨음을 의미한다. 
6절.  “아브람은 세겜 장소에 까지 그 땅을 통과했다”란 “세겜”으로 의
미되는 것, 즉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그분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인 
주님의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모레의 상수리나무 숲에까지”란 세 
번째 상태, 즉 “모레의 상수리나무 숲”인 첫 지각을 의미한다. “가나안
족들이 그 땅에 있었다”란 그분의 외적 인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세
습된 악(the evil hereditary from mother)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0:6-8, 108:7-9, 신명기 11:2930, 민수기 
13:27-29, 스가랴 14:21.
7절.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보여졌다”란 주님이 어린 아이 이셨을 때 
여호와가 나타나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하셨다, 나는 네 자손에
게 이 땅을 주겠다”란 천적인 것들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보여
졌던 여호와께 제단을 건립했다”란 사랑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그분의 
아버지에 한 첫 예배를 의미한다.
8절.  “그는 거기로부터 벧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갔다”란 주님
의 어린 아이 시절 사랑의 천적인 것들이 진보한 그분의 네 번째 상
태를 의미한다. 벧엘 동쪽에 있는 산을 바꿔 말하면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이다. “그의 천막을 펼쳤다”란 믿음 속의 거룩한 것들을 의
미한다. “벧엘은 바다 쪽을 향해 있고, 아이는 동쪽에 있다”란 그분의 
상태는 아직 어스레해 있음을 의미한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
을 건립했다”란 어스레한 상태에서 그분의 아버지에 한 외적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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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다.

9 그리고 아브람은 여행했고 갔
는데 남쪽을 향하여 여행했다.

10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
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머무르려고 거기로 내려 갔다. 그 
이유는 기근이 그 땅에서 너무나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11 시간이 흘러 아브람이 이집트
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
내 사래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당신이 쳐다보기에 아름다운 여
자이다 라고 알고 있다.

12 그리고 한참 후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말하기
를 이것은 그의 아내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살려 둘 것이다.
13 바라건 , 당신이 나의 누이
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
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잘 접
할 것이고 내 혼도 당신 때문에 
살 것이다.

의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란 어스레한 상태에서 그분의 아
버지에 한 내적 예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3:3,4, 28:17,19, 35:1,6,7, 아모스 7:12,13.
9절.  “아브람은 여행했고, 가고 여행했다”란 더 한층 진보하심을 의
미한다. “남쪽을 향하여”란 선과 진리에로, 그러므로 내면에 관련하여 
빛의 상태에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80, 2:40, 2:46-49, 2:52, 이사야 43:6, 
58:10, 에스겔 40:2, 시편 37:6, 91:5,6, 에스겔 20:46,47, 다니엘 
8:9,10, 예레미야 13;16,19, 오바디야 20절.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란 어린 시절 주님은 지식이 부족하셨
음을 의미한다. “아브람은 머무르려고 이집트에 내려 갔다”란 말씀으
로부터 오는 지식들에 해 가르쳐짐을 의미한다. “이집트”는 지식들 
중에서 기억적 지식이다. “머뭄”이란 가르쳐짐이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 극심하였다”란 그분의 외적 인간은 거의 텅 빈 상태이셨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12,13, 예레미야 5:12,13, 에스겔 5:16,17, 시
편 105;16, 107:9, 예레미야 애가 2:19, 에스겔34:28,29, 계시록 
7:16, 요한복음 6:35, 누가복음 6:21, 1:53, 아모스 8:11,12, 이사야 
19:13, 19:18-22, 23-25, 에스겔 27:7, 29:13,14, 스가랴 14:17,18, 
마태복음 2:13-15, 19-21, 호세아 11:1, 12:13,14, 시편 80:7,8, 이
사야 52:4, 에스겔 47:21-23, 창세기 47:9.
11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란 그분이 배우기를 
시작하셨을 때를 의미한다. “이집트”는 지식들 중에서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란 진리들이 천적인 것들
에 인접되어져야 함에 관해 그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음을 의미한
다. 아내로서의 “사래”란 주님 안에 있었던 천적인 것들에 인접한 진
리이다. “보라, 나는 당신이 쳐다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이다 라고 알고 
있다”란 천적 근원으로부터의 진리는 매우 기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절.  “한참 후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게 될 때”란 기억적 지식이 
천적인 지식을 보게 되는 것에 관한 묘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것은 그의 아내이다”란 기억적 지식이 이 지식들을 천적이라 부를 것
임을 의미한다. “그들은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둔다”란 기억적 지식
은 천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기억적 지식들이 끌고 가려는 
지식들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할 것임을 의미한다.
13절.  “바라건  당신은 나의 누이 이다 고 말하라”란 지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이 지적 진리가 “누이, sister”이다.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나를 잘 접할 것이다”란 천적인 지식은 기억적 지식에 가해지는 폭
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내 혼이 당신 때문에 살 것이다”란 
그런고로 천적인 것은 보존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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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아브람이 이집트에 왔
었을 때이다. 이집트인들은 여인
을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
웠다.
15 바로의 신들이 그녀를 보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찬했다. 그래
서 여인은 바로의 집에로 데려가
졌다.

16 그래서 바로는 그녀 때문에 
아브람에게 잘 해 주었다. 그래
서 아브람은 양떼와 목축, 그리고 
수나귀와 남종, 그리고 여종과 암
나귀, 그리고 낙타를 가졌다.
17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큰 재앙으로 치셨고, 그의 집도 
치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람의 아
내 사래에 관한 말 때문이다.

18 그래서 바로는 아브람을 불렀
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나에게 
했던 이것은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
지 않았느냐?
19 왜 너는 그녀가 네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나는 그녀를 
나에게 여인으로 데려왔었다. 그
리고 지금 보라 네 아내이다. 그
녀를 데리고 가라.
20 그리고 바로는 그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
고 그들은 그를 내어 보냈다, 그
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가
졌던 모든 것도 내어 보냈다.

14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왔었을 때이다”란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한다. “이집트인들이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란 지식들 중에서 기억적 지식에는 그것 자체를 보고 단
히 기뻐하는 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5절.  “바로의 신들이 그녀를 보았다”란 제일가는 지각의 상들
(primary percepts)을 의미한다. 바로의 신이 제일가는 지각의 상
들이다. “그들이 그녀를 바로에게 칭찬했다”란 지각의 상들이 기뻐
했음을 의미한다. “여인이 바로의 집에로 데려가졌다”란 지각의 상
들이 보다 낮은 마음에 매혹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11,13.
16절.  “바로는 그녀 때문에 아브람을 잘 해주었다”란 기억적 지식
들이 주님과 더불어 불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는 양떼와 목축, 그리고 
수나귀와 남종, 그리고 암나귀와 여종, 그리고 낙타를 가졌다”란 기억
적 지식에 속하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7절.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큰 재앙으로 치셨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집”이란 그분이 수집하셨던 것을 의미
한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말 때문에”란 천적인 것에 인접해 있어
온 진리 때문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5:17,21,22, 예레미야 29:5, 시편 112:1,3, 스바
냐 1:12,13, 학개 1:8-10. 이사야 5:8,9,7, 아모스 6:11,12.
18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다”란 주님께서 자신을 숙고하셨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나에게 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란 정신
적인 용의 주도함이 그분을 슬프게 했음을 의미한다. “왜 너는 나에게 
그녀가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란 그분께서는 진리가 천적인 
것에 접합되어야 하고 그런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를 가져서는 안됨
을 아셨다는 것을 봄(seeing)을 의미한다.
19절.  “왜 너는 그녀를 네 누이라고 말했느냐?”란 그 당시 그분은 그
분께서 지적인 진리를 가졌다는 것 외에 달리는 아시는 것이 없었음
을 의미한다. “나는 그녀를 나에게 여인으로 데려왔었다”란 그렇게 그
분도 천적인 것에 접합되어진 진리에 폭력을 휘둘지도 모름을 의미한
다. “보라 네 아내이니 데리고 가라”란 진리는 천적인 것에 접합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20절.  “바로는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내
어 보냈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주님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란 기억적 지식들이 천적인 것들에 접합된 진리들에서도 떠
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란 천적인 진리들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1:1, 마태복음 2:15, 출애굽기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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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그리고 아브람은 그와 그의 아
내,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그와 더불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나와 남쪽을 향하여 올
라갔다.

2 그리고 아브람은 소떼에서, 은
에서, 그리고 금에서 큰 부자였
다.

내적 의미 요약
  실지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속의 모든 것은 표현적
(represantative)이다. 각 단어도 표현적이다. 이 장에서 아브람에 관
련하여 연관 된 것은 주님의 아주 어린 시기로부터 유년기까지의 주
님의 상태를 표현한다. 주님도 여느 사람들과 같은 방법에서 태어나셨
다. 그분 역시 불명료한 상태로부터 한 단계 더 명료해져가는 발전 단
계를 거치셨다. “하란”은 첫 상태, 즉 희미한 상태이다. “세겜”은 두 번
째 상태, “상수리 나무 모레”는 세 번째 상태이다. “동쪽에는 아이, 바
다를 향하여는 벧엘을 가진 산”이란 네 번째 상태이다. 그리고 “거기
서부터 이집트로 남쪽을 향하여 여행했다”란 다섯 번째 상태이다.  
  아브람이 이집트에 체류한 것에 관한 것은 주님의 첫 번째 훈육되
심을 표현하고 의미한다. “아브람”은 주님이시다. 아내로서의 “사래”는 
진리가 천적인 것에 인접되어지는 것이다. 누이로서의 “사래”는 지적
인 진리이다. “이집트”는 기억 속의 지식이다. 기억적인 지식으로부터 
천적인 진리로까지 발전됨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에 따
라 있었다. 즉 주님의 신성한 인간 본질이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 합쳐
지도록, 동시에 여호와가 되어 가는 신성한 질서이다.

13
내적 의미 해설

1절.  여기서 서술되는 것들, 그리고 이 장에 뒤따르는 것들은 내적 
의미에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로부터의 그분
의 삶의 계속이 있다. “아브람이 이집트를 나와 올라 갔다”란 주님이 
떠난 지식인 기억적 지식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에서 “아브
람”은 주님인데 여기서는 어린 시절의 주님이다. “이집트”는 기억적 지
식을, “그와 그의 아내”는 주님의 어린 시절 당시 주님과 더불어 있었
던 천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와 더불은 롯”이란 감각적인 것을 
의미한다. “남쪽을 향하여”란 천적인 빛에로를 의미한다.
2절.  “아브람은 소떼에서 큰 부자였다”란 어린 시절 당시 주님을 부
유해지게 만든 선들을 의미한다. “은에서”란 진리들을, “금에서”란 진
리들로부터의 선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17, 55:1, 60:9, 에스겔 16:7, 16:13, 28:3,4, 
요엘 3:5, 학개 2:7-9, 말라기 3:3, 시편 12:6, 출애굽기 3:22, 
11:2,3, 12:35,36, 신명기 7:25,26, 출애굽기 20:23, 이사야 31: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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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아브람은 그의 여정들
을 따라,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벧
엘에까지, 그의 천막이 처음 있었
던 장소, 벧엘과 아이 사이에로 
갔다.
4 그가 처음 거기에 만들었던 제
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
다.
5 그리고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
는데 양떼와 목축, 그리고 천막을 
가졌다.

6 그리고 그 땅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거주하도록 그들을 받쳐 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물질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 그리고 아브람의 소떼의 목부
와 롯의 소떼의 목부 사이에 다
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가
나안족과 브리스족이 그 땅에 거
주하고 있었다.

8 그리고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
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네 
목부와 내 목부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우리
는 형제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9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바라건  나로부터 분리하라. 만

레미야 10:8,9.
3절.  “아브람은 그의 여정들을 따라서 갔다”란 질서에 따라서를 의미
한다.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벧엘에까지”란 총명의 빛으로부터 지혜의 
빛으로를 의미한다. “그의 천막이 전에 있었던 장소에로”란 그분께서 
지식들을 빨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거룩한 것들에로를 의미한다. “벧엘
과 아이 사이”란 지식들 속의 천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4절.  “제단이 있는 곳”이란 예배의 거룩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가 시
작에서 만들었던 것”이란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이 가지셨던 것을 의
미한다. “거기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란 명료한 상태에
서의 내적예배를 의미한다.
5절.  “그리고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다”란 주님에게 있던 외적 인간
을 의미한다. “양떼와 목축, 그리고 천막을 가졌다”란 외적 인간에게 
풍부히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양떼와 목축”은 외적 인간의 소유물들
이다. “천막”은 그의 예배이다. 이런 것들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그 자
체 분리되고 있다.
  참조 성서. 스바냐 2:5,6, 예레미야 2:23, 49:28,29, 호세아 9:6, 하
박국 3:7,8, 예레미야 6:3, 시편 78:51, 84:10.
6절.  “그 땅은 그들로하여금 함께 거주하도록 그들을 받쳐줄 수 없었
다”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속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물질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란 내적 인간에 의해 획득되어져 온 것들
은 외적 인간에서 획득된 것들과 일치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7절.  “아브람의 소떼의 목부와 롯의 소떼의 목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
다”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브람
의 목부”는 천적인 것들이고, “롯의 목부”는 감각적인 것들이다. “그 
당시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란 외적 인간에 
있는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4:1,2,13,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22:44, 
요한복음 8:46, 창세기 34:30, 여호수아 17:15, 사사기 1:1-4.
8절.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게 말했음
을 의미한다. “너와 나, 네 목부와 내 목부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란 내적 인간의 선들과 외적 인간의 선들 사이에, 그리고 내적 
인간의 진리들과 외적 인간의 진리들 사이에 불일치는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형제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란 내적 인간
과 외적 인간은 함께 하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 형제”란 합일
인 바 이는 사실상 진리와 선의 합일이다.
9절.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란 모든 선을 의미한다. “바라건

 나로부터 분리하라”란 선은 불협화음인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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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
로 가리라. 그리고 만일 오른쪽으
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10 그래서 롯이 눈을 들었고, 요
단의 모든 평지를 보았더니, 거기
는 물이 넉넉하였는데, 이는 여호
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기 전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소알에 이르는 이집트의 땅 같았
다.

11 그리고 롯은 요단의 모든 평
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롯은 동쪽
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그들
은 분리되어졌는데, 그의 형제로
부터의 사람과 분리되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의 땅에 거주
하였고, 롯은 평지의 도성에 거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천막을 소돔 
가까이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13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은 사악
했고 여호와께 극도로 죄인이었
다.
14 그리고 롯이 그로부터 분리된 
후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에게 말
하시기를, 바라건  네 눈을 들어
라, 그리고 네가 있는 장소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보
아라.
15 나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
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영
원히 줄 것이다. 

나라도 있으면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만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란 분리를 의미한다.
10절.  “그리고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란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에 
의해 계몽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르단의 모든 평지를 보았다”
란 외적 인간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두 물이 
넉넉하였다”란 선과 진리들이 외적 인간 안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란 외적 인간은 
악의 탐욕과 거짓의 설득들에 의해 멸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
와의 동산 같다”란 합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소알에 이르는 이집트
의 땅 같다”란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의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위 
사항들은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결합했을 때 그 자체 아름답게 주
님에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3:6, 예레미야 12:5, 49:17,19, 스가랴 11:2,3, 이
사야 51:3, 에스겔 28:12,13.
11절.  “롯은 요단의 모든 평지를 선택했다”란 외적 인간을 의미하는
데 이어지는 다음 두 절과 같다.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부터 여행했
다”란 천적 사랑으로부터 물러난 외적 인간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분리되어졌는데, 그의 형제로부터의 사람과 분리되었
다”란 외적 인간이 천적 사랑으로부터 물러나면 이는 분리의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12절.  “아브람은 가나안의 땅에 거주하였다”란 내적 인간이 사랑의 
천적인 것들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롯은 평지의 도성에 거주하였
다”란 외적 인간이 기억적 지식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천막을 
소돔 가까이 단단히 고정시켰다”란 탐욕에로 뻗쳐감을 의미한다.
13절.  이 구절은 외적 인간이 자신들을 탐욕에로 넓혀 갔음을 의미
한다.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하셨다”란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말
하심을 의미한다. “롯이 그로부터 분리된 후”란 외적 인간의 탐욕이 
방해하지 않도록 옮겨졌을 때를 의미한다. “바라건  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네 있는 장소로부터 바라보라”란 그 당시 주님이 있으셨던 상
태, 이 상태로부터 그분은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지각하실 수 
있었다.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
여”란 우주에 있는 만큼 많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3:31,32, 17:1,5, 12:28.
15절.  “나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란 하늘 왕국, 
이 나라는 정녕 주님의 소유일 것임을 의미한다.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란 그분을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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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고 나는 네 후손을 땅의 
먼지 같이 만들겠다. 만일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그와 
같게 네 후손도 세어질 수 있을 
것이다.
17 일어나라, 이 땅을 두루 걸어
라, 그 땅을 길이에서, 그 땅을 
넓이에서 걸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아브람은 그의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왔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건
설했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 다니엘 7:13,14, 마태복음 11:27, 28:18, 요
한 17:2,3,, 누가 22:69, 요한 복음 17:6, 3:35,36, 1:12,13.
16절.  “나는 네 후손을 땅의 먼지같이 만들겠다”란 무한 광 하게 번
성함을 의미한다. “만일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그와 같게 
네 후손도 세어질 수 있을 것이다”란 단언 하심(asseveration)을 의미
한다.
17절.  “일어나라, 이 땅을 두루 걸어라”란 그분께서 하늘 왕국을 탐
사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 땅을 길이(세로)에서, 그 땅을 넓이(가
로)에서”란 천적 하늘 왕국과 영적 하늘 왕국을 의미한다. “나는 너에
게 그 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란 이것 모두가 그분의 것이었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하박국 1:6, 시편 31:8, 118:5, 호세아 4:16, 이사야 
8:8.
18절.  “아브람은 그의 천막을 세웠다, 그리고 왔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거주하였다”란 주님께서 내적으로 더 진
전되어 지각하심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섯 번째 상태이다. “거기에 그
는 여호와께 제단을 건설했다”란 여섯 번째 상태로부터의 예배를 의미
한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은 주님 안에 있는 외적 인간을 취급한다. 이 외적 인간은 그
분의 내적 인간과 합쳐지게 되었다. 외적 인간은 (주님의) 인간 본질, 
내적 인간은 신성 본질이다, 여기서 전자는 롯으로, 후자는 아브람으
로 표현되었다.
  여기서는 처음으로 지식들을 빨아들이셨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외
적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로부터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과 
조금씩 더 합쳐져 가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1-4절)
  그러나 결합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외적 인간 안에 있었다. (5-7
절) 이런 것들로부터 그분은 분리되기를 바라셨다. (8,9절)
  외적 인간이 주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내적 인간과 합쳐졌을 
때 같은 아름다움에서, 또한 합쳐지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서 이다. 
(10-13절)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합쳐졌을 때, 즉 주님의 인간 본질이 그분
의 신성 본질과 결합해졌을 때, 모든 권능과 권위가 그분에게 주어지
리라고 약속되고 있다. (14-17절) 주님의 내면의 지각에 관하여. (18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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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절이 왔다,
2 그들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즉 소알 
왕과 전쟁을 벌였다.

3 이들 모두가 싯딤의 계곡에 집
결하였는데, 이곳은 염해이다.

4 그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
멜을 섬겼는데, 십삼 년째에 그들
은 반역하였다.
5 그리고 십사 년째에 그돌라오
멜이 그와 함께 했던 왕들과 왔
다, 그리고 아스다롯 가르나임에
서 르바족을, 함에서 수스족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족을 쳐부셨
다.
6 그리고 세일 산에서 호리족을 
쳐부셨는데 광야 근처인 엘바란 
까지 이르렀다.
7 그리고 그들은 되돌아서 엔머
스밧 즉 가데스로 와서 아말렉족
의 온 들판을 쳐부수셨고 또한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도 
쳐부셨다.

14
내적 의미 해설

1,2절.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과 고임 왕 디달”이란 주님의 외적 인간에서 그 자체로는 선과 진리는 
아니나 외견상 선과 진리 같은 수많은 종류의 선과 진리들을 의미한
다. 각각의 왕과 각각의 나라는 얼마간의 어떤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
임 왕 세메벨과 벨라, 즉 소알 왕과 전쟁을 벌였다”란 주님께서 싸워
가셨던 수많은 종류의 악의 탐욕들과 거짓의 설득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14, 11:7, 12:17, 에스겔 13:5, 이사야 2:4, 
21:14,15, 예레미야 6:3-5, 49:25,26, 호세아 2:18, 시편 46:8,9, 
76:2,3, 신명기 1:30, 20:4, 여호수아 23:3,5, 이사야 31:4, 출애굽기 
15:3, 이사야 42:13, 여호수아 5:13,14, 민수기 21:14,15.
3절.  “이들 모두가 싯딤의 계곡에 집결하였다”란 그들이 탐욕들의 깨
끗하지 않은 것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곳은 염해이다”란 파생되어
진 거짓들의 불결한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7:5,6, 에스겔 47:장 11, 시편 107:33,34, 스
바냐 2:9, 신명기 29:23.
4절.  “그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란 악들과 거짓들은 
어린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견상의 선과 진리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삼 년째에 그들은 반역하였다”란 어린 시절에서의 시험
의 시작을 의미한다.
5절.  “십사 년째에”란 첫 시험을 의미한다. “그돌라오멜이...왔다”란 
외적 인간에 있는 외견상의 선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했던 왕들도 
왔다”란 외견상의 선으로부터의 외견상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을, 함에서 수스족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족을 쳐부셨다”란 주님께서 거짓의 설득들, 또는 이와같은 종류의 
지옥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6:14, 시편 88:10.
6절.  “세일산에서 호리족”이란 자아를 사랑함으로부터의 거짓의 설득
을 의미한다. “광야 근처인 엘바란 까지”란 그들의 확장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2;20-22, 신명기 33:2,3, 사사기 5:4,5, 민수기 
24:17,18, 하박국 3:3.
7절.  “그들은 되돌아서 엔머스밧 즉 가데스로로 왔다”란 계속을 의미
한다. “그리고 아말렉의 온 들판을 쳐부셨다”란 거짓들의 종류들을 의
미한다. “또한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도 쳐부셨다”란 거짓들로부
터 파생된 악의 종류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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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자 거기로 소돔 왕과 고모
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
과 벨라 즉 소알 왕이 나갔다, 그
리고 그들은 싯딤계곡에서 전투 

형을 갖추어 놓았는데,
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살 왕 아리옥과 싸우려해서 였다. 
즉 다섯 왕이 네 왕과 싸웠다.
10 그리고 싯딤 계곡은 역청 수
렁, 수렁이었다. 그리고 소돔 왕
과 고모라 왕은 도망쳤다, 그리고 
거기에 빠졌다, 그리고 남아있었
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의 재물 모두와 그들의 양식 전
부를 거두어 떠났다.
12 그리고 그들은 아브람의 형제
의 아들 롯, 그리고 그의 물질을 
거두어 떠났다. 그리고 롯은 소돔
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3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브
람은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인 아모리족 마므레의 상수리나
무 숲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
고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14 그리고 아브람은 그의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
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길러낸 

8,9절.  “거기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
라 즉 소알 왕이 나갔다”란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악과 거짓들을 의미
한다. “그들이...전투 형을 갖추어 놓았다”란 악과 거짓들이 공격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싯딤 계곡”은 깨끗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
옥”이란 외적 인간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진리를, “고임 왕 디달”은 선을, 그 외 왕들
은 이들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의미한다.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부텄
다”란 네 왕은 합일(union)을, 다섯왕은 분열(disunion)을 의미한다.
10절.  “싯딤 계곡은 역청 수렁, 수렁이었다”란 거짓들과 탐욕들은 깨
끗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쳤다, 그리고 
거기에 빠졌다”란 이런 악들과 거짓들이 극복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남아 있었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쳤다”란 그들 전부는 아님을 의미한
다. “산”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4:13, 4:2-4, 4:5-8, 마태복음 4:5-7, 이사야 
2:11,12,14,15, 40:4, 42:15, 에스겔 38:20, 예레미야 51:25, 신명기 
32:22, 요나 2:5,6.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 모두를 거두었다”란 이것들은 
악을 행할 능력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양식”
이란 그들은 거짓을 생각하는 능력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떠났다”란 그와같이 그들은 남겨졌음을 의미한다.
12절.  “그들은 아브람의 형제의 아들 롯, 그리고 그의 물질을 거두어 
떠났다”란 그 자체로는 선과 진리가 아닌 외견상의 선과 진리가 외적 
인간,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을 점유해 버림을 의미한다. “롯은 소돔
에 거주하고 있었다”란 외적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13절.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말
했다”란 주님께서 그분의 내면의 인간을 지각하셨음을 의미한다. “히
브리인 아브람”이란 내적 또는 신성한 인간이 인접해 있는 내면의 인
간이다. “그는 아모리족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주하고 있었
다”란 합리적 인간으로부터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스골의 형
제, 아넬의 형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다”란 외적 
인간에 관련하여, 특히 그 인간의 선들과 진리들에 관련하여 있는 합
리적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5:12, 예레미야 34:9,14, 사무엘상 4:9, 출애굽
기 9:1,13, 10:3, 창세기 39:14, 41:12.
14절.  “아브람이 그의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란 내면
의 인간이 외적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그
가 자기 집에서 길러낸 훈련된 사람을 재촉했다”란 노예 상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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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된 사람 삼백 십팔 명을 재
촉하여 단까지 추격했다.

15 그래서 그는 그들과 맞서려고 
밤을 틈타 그와 그의 종들을 나
누었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셨는
데, 그들을 다메섹의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16 그리하여 그는 모든 물질을 
되찾았다, 그리고 또한 그의 형제 
롯과 그의 물질, 그리고 여인들 
역시, 그리고 사람들을 되찾았다.
17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그를 만나기 
위해 왕의 계곡인 사웨 계곡에로 
나왔다.
18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높은 하느님을 받드는 
성직자였다.

19 그가 아브람에게 복을 빌었
다, 그리고 말했다, 아브람은 하
늘과 땅의 점유자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느님에게 복있음이로다.
20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에게 
복있음이여, 그분이 당신의 손에 
그 의 적들을 넘겨주었다. 그리
고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이제 해방되려는 외적 인간의 선들을 의미한다. “삼백 십 팔 명”이란 
이 선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단까지 추격했다”란 순수해짐이 개시되
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하 3:10, 17:11, 24:2,15, 열왕기상 4:25.
15절.  “그는 그들과 맞서려고 밤을 틈타 ... 나누었다”란 외견상의 선
들과 진리들이 있었던 그늘(shade)을 의미한다. “그와 그의 종들”이란 
합리적 인간, 그리고 순종했던 외적 인간에 있던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을 쳐부셨다”란 정당함을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을 다메섹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란 정당함의 입증이 광범위하게 있었
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5:26,27.
16절.  “그가 모든 물질을 되찾았다”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내적 인간에 일치하는 상태로 되돌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형제 롯과 그의 물질을 되찾았다”란 외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인들과 사람들”이란 선들과 진리들 모
두를 의미한다.
17절.  “소돔 왕이 그를 만나러 나왔다”란 악과 거짓이 자신을 복종되
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 올 때”란 외견상의 선들과 진리들이 자유로워지고 정당함도 입증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웨 계곡, 이는 왕의 계곡이다”란 주님의 시절 
당시 선과 진리들에 관한 외적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18절.  “멜기세덱”은 주님의 내면의 인간 속에 있는 천적인 것들을 의
미한다. “살렘왕”이란 내면의 것들, 또는 합리적인 것들에 있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빵을 가져왔다”란 천적인 것들과 이것들로부터의 
원기 회복을 의미한다. “포도주를 가져왔다”란 영적인 것들과 이것들
로부터의 원기 회복을 의미한다. “그는 성직자였다”란 사랑의 거룩함
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하느님”이란 여호와인 내적 인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10:1-5, 76:1,2, 요한복음 14:6,8-11, 누가복음 
24:38-40.
19절.  “그가 아브람을 축복했다”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즐
거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아브람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에게 
복있음이로다”란 주님의 내적 인간으로부터 온 선들을 향유한 주님의 
내면의 인간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의 점유자”란 여호와, 또는 내적 
인간이 내면과 외면의 인간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20절.  “가장 높으신 분에게 복있다”란 주님의 내적 인간을 의미한다. 
“그분이 당신의 손에 그 의 적들을 넘겨주었다”란 승리를 의미한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란 승리로부터 파생
된 아껴두신 것(remains)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5, 48:17, 41:14, 25:8,9, 4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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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나에게 혼을 주시오, 그
리고 물질은 당신에게 돌리시오.
22 그리고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점유자
이신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었다.
23 나는 실 가닥부터 신발의 가
죽끈 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것에
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로 인해 아브람이 부자
가 되었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24 젊은이들이 먹은 것 만은 떼
어 놓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갔
던 사람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
레의 몫은 떼어 놓아 그들의 몫
은 차지하게 하겠다.

45:18,21,22, 63:16, 출애굽기 23:21, 이사야 9:6, 예레미야 23:5,6, 
스가랴 14:9.
21절.  “소돔 왕이 말했다”란 정복한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아브람에
게...”란 주님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나에게 혼을 주시오, 그리고 물질
은 당신에게 돌리시오”란 그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할 것이라는 
것, 자기들은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22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란 응답을 의미한다. “나는 여호
와께 내 손을 들었다”란 주님 안에서의 마음(mind)의 상태를 의미한
다. “하늘과 땅의 점유자”란 결합을 의미한다.
23절.  “실 가닥부터 신발의 가죽 끈에 이르기까지”란 깨끗하지 않았
던 모든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나는 당신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란 천적인 사랑에는 불결한 자연적 육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한다. “나로 인해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당신
이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란 주님께서는 불결한 자연적 육체
적인 것들로부터 서는 어떤 힘도 파생되게 하시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5, 여호수아 5:15, 시편 60:8, 마태복음 
10:14, 신명기 25:5-10, 33:24,25, 누가 3:16.
24절.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떼어 놓는다”란 선한 영혼들을 의미
한다. “나와 함께 갔었던 사람들의 몫”이란 천사들을 의미한다. “아넬, 
에스골, 마므레”란 이 천사들에게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자
기들의 몫을 차지한다”란 이 천사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져오고 있었음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 23:5,6, 출애굽기 23:21.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은 주님의 시험 전투를 취급한다. 전쟁들로 표현되고 의미되는 
전투가 묘사되고 있다.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 이것은 선들과 진리들 처럼 보
여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어린 시절에 악들과 거짓들과 싸우셨
던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 이었다. 외견상의 선들과 진리들이 1절에서 
명명되는 왕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싸우셨던 악들과 
거짓들은 2절에서 명명되는 왕들에 의해 의미된다. 그리고 이들은 불
결했다. (3절)
  그분이 싸우셨던 이러한 악들과 거짓들은 어린 시절보다 더 앞서에
서는 자신들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튀어 나왔는 바, 
이것이 그들이 전에는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음으로 의미된다.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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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이 말들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에서 아브람에게 왔
고, 말하시기를, 두려워말라, 아브
람아, 나는 너에게 방패이고, 너
의 지극히 큰 
상금이다.

2 그리고 아브람이 말했다, 주 여
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
시렵니까? 나는 자식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의 청지기

  그 다음 주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거짓 속의 설득들과 전쟁을 치루
시고 정복하셨다. 이 적들이 르바족, 수스족, 엠족, 호리족이다. (5,6
절) 거짓들과 악들 자체는 아말렉족과 아모리족이다. (7절) 그 후에 
다른 거짓들과 악들은 8-11절에서 명명되는 왕들이다. 
  외관상으로만 진리들과 선들일 뿐 그자체는 진리들과 선들이 아닌 
것이 외적 인간을 소유하였다. (12절) 그리고 “히브리 사람 아브람”인 
합리적 인간이 이를 지각하고 그것의 권리를 되찾고 자유하게 했다. 
(13-16절) 
  이 전투 후, 악과 거짓은 자신들을 복종되게 했다. (17절)
  내면의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내적 인간, 또는 합리적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 멜기세덱이다. 그로부터 전투 후 복이 왔다. (18-20절) 
십분의 일이란 아껴두시는 것, remains, 또는 전투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의 상태이다. (20절)
  악과 지옥의 영들은 정복되자. 목숨만을 구걸하고 다른 것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로부터서는 주님이 취하신 것이 없
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악들과 거짓들로 부터서는 어떤 힘도 얻지 않
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한 영들과 천사들의 능력에는 주
어졌다. (21-24절)

15
내적 의미 해설

1절.  “이 말들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에서 아브람에게 
왔다”란 어린 시절 전투 이후 계시였음을 의미한다. “환상”은 가장 깊
은 계시인데, 이는 지각의 계시이다. “두려워말라, 아브람아, 나는 너
에게 방패이다”란 악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심, 즉 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너의 큰 상금”이란 승리하시는 목적,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22:40-45, 마태복음 26:37-44, 마가복음 
14:33-41, 시편 144:1,2, 115:9-11, 91:2,4, 18:2,30, 7:9,10, 18:35, 
84:11, 신명기 33:29, 예레미야 46:3,4.
2절.  “아브람이 말했다, 주 여호와여”란 주님의 지각을 의미한다. “아
브람”은 내적 인간이다. “주 여호와(Lord Johovih)”는 내면쪽으로 더 
향하고 있는 내적 인간이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
리고 나는 자식 없이 걷고 있읍니다”란 거기에 내적 교회가 없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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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이다. 

3 그리고 아브람이 말했다, 보십
시오, 나에게 당신께서는 씨를 주
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의 
아들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4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자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나 네 
창자들에서 나오는 사람이 너의 
상속자이다.

5 그리고 그분은 그를 밖으로 인
도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하
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라.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
했다, 그렇게 네 씨도 있을 것이
다.

6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정의를 위
해 그에게 전가하셨다.

7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하셨
다, 나는 여호와, 이 토지를 상속
받아 너에게 주려고 갈 아 우르
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이다.
8 그리고 그는 말했다, 주 여호와
여, 제가 그 토지를 상속받으리라
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한다. “그리고 내 집의 청지기는...”란 외적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다메섹 엘리에젤이다”란 외적 교회를 명시하고 있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10,11, 50: 5-7,9.
3절.  “아브람이 말했다, 보십시오, 나에게 당신은 씨를 주지 않았습니
다”란 거기에 교회의 내적인 것인 사랑과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내 집의 아들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란 주님의 왕국에는 외적인 것만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4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왔다”란 답을 의미한다. “말하
기를, 이 자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란 외적인 것은 그분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 창자들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가 너의 상
속자이다”란 위 두 사랑가운데 있는 이들이 상속자들을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8:17-19, 63:15, 예레미야 31:20,
5절.  “그는 그를 밖으로 인도했다”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보는 내면의 인간이 봄(sight)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하늘
을 쳐다 보아라”란 우주를 정신적으로 조망(view)할 때 있는 주님의 
왕국에 한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별들을 세어라”란 별자리를 정
신적으로 조망할 때 있는 선하고 참된 것에 한 표현을 의미한다. 
“만일 네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이란 사랑이 열매맺음과 믿음이 번
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하셨다, 그렇게 네 씨도 
있으리라”란 주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10,11, 에스겔 32:7,8, 요엘 3:15, 시편 
148:3,4, 계시록 1:13,16,20, 8:12, 다니엘 8:9,10, 마태복음 24:29, 
누가복음 21:25.
6절.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란 그 당시 주님의 믿음을 의미한다. “여
호와께서는 그것을 정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하셨다”란 이 시점에서 주
님은 처음 정의가 되셨다는 것(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0:37,43-45, 예레미야 23:6, 33:15,16, 이사
야 59:16,17.
7절.  “그분께서 그에게 말하셨다, 나는 여호와...”란 여호와이신 주님
의 내적인간, 이로부터 주님은 지각을 가지셨음을 의미한다. “갈 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란 외적 인간의 첫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땅을 상속받아 너에게 주려고...”란 주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이 
왕국은 주님만이 소유자이심을 의미한다.
8절.  “그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란 화함(conversation), 더 설명하
면 내면의 인간이 내적 인간, 즉 여호와와 화하심을 의미하는데 특
히 주님께서 시험가운데 있으셨을 때 있었던 화이다. “제가 그 땅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읍니까?”란 주님의 사랑이 겪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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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하셨
다, 너는 삼 년된 암소,그리고 삼 
년된 암염소, 그리고 삼 년된 수
양,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챙겨라.

10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
기에게 가져오고 그것들을 한가
운데에서 나누고 각 짝이 다른 
짝을 마주 보게 놓았다. 그리고 
새들은 나누지 않았다.

11 새가 사체들 위에 내려왔었
고, 그리고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
았다.

12 그리고 해가 저무는 때가 되
었는데,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큰 어둠의 공포
가 그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13 그리고 그분은 아브람에게 말
하셨다, 너는 확실히 알아라, 네 
씨는 자기들의 것도 아닌 토지에
서 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
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씨들을 괴롭힐 

험, 즉 그분의 사랑이 충분히 보증되기를 바라셨음을 의미한다.
9절.  “그분께서 그에게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삼 년된 암소, 
삼 년된 암염소, 삼 년된 수양을 챙겨라”란 교회 속에 있는 천적인 것
들에 한 표현을 의미한다. “암소”는 외면의 천적인 것들에 한 표
현을, “암염소”는 내면의 천적인 것들에 한 표현을, “수양”은 영적 
왕국에 있는 천적인 것들에 한 표현을 의미한다. 이 동물들이 “세”
살 짜리들이었던 이유는 이 동물들이 시간과 상태 측면에서 교회 속
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란 
교회 속의 영적인 것들에 한 표현을 의미하는데, “산비둘기”는”는 교
회의 외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 “어린 집비둘기”는 교회의 내면에 있
는 영적인 것들에 한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5:5, 예레미야 48:33,34.
10절.  “그가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가져왔다”란 그렇게 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한가운데에서 나누었다”란 교회(the church)와 
주님을 의미한다. "각 짝이 다른 짝을 마주 보게 놓았다"란 천적인 것
들에 있는 유사함과 상응(pararellism and correspondence)을 의미한
다. “그는 새들을 나누지 않았다”란 영적인 것들에는 유사함과 상응이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영적인 것들이란 천적인 것들인 사랑과 선
행에 하나되어 있지 않은 믿음, 즉 가르침이나 교리에만 머물고 있는 
믿음을 말한다.
11절.  “새가 사체들 위에 내려왔다”란 거기서부터 파생된 악들과 거
짓들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파괴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브람은 그것
들을 쫓았다”란 주님께서는 파생된 악들과 거짓들을 싸우도록 놓아두
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6.
12절.  “해가 저물고 있었다”란 끝에 이르기(consummation) 직전의 
시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깊은 잠이 아브람 위에 떨어졌다”란 교회가 
어둠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란 어둠은 무서웠음을 의미한다. “어둠”은 거짓을 뜻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9, 이사야 5:20, 5:30, 60:2, 아모스 
5:18,20, 스바냐 1:14,15, 마태복음 6:33, 8:12, 22:13, 요한복음 
1:4,5, 마태복음 4:16, 요한복음 3:19, 8:12, 12:35,36.
13절.  “그분이 아브람에게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너는 확실
히 알아라”란 그것은 반드시 일어남을 의미한다. “네 씨는 객이 되어 
있을 것이다”란 선행과 믿음이 드물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자기들의 
땅이 아닌 땅에서”란 선행과 믿음으로 짜맞추어지지 않은 교회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을 섬길 것이다”란 압제를 의미한다. “그
들은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란 격렬한 시험을 의미한다. “사백 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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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4. 그리고 또한 나는 네 후손들
이 섬겼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후 네 후손들은 큰 물질을 지
니고 떠날 것이다.
15 그리고 너는 네 조상에게로 
평화로이 갈 것이다, 너는 장수하
다가 묻힐 것이다. 
16 그리고 사 에 가서 그들은 
이쪽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아모리족의 불법이 아직은 극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7 해가 내려 가자 짙은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연기 뿜는 용광로
와 불 붙은 횃불이 쪼갠 고기 조
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
다.

18 그 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하시고 말하시기를, 나는 
네 씨에게 이 토지, 이집트의 강
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 까지를 줄 것이다;

19 즉 겐족과 그니스족과 갓몬족
과
20 헷족과 브리스족과 르바족과

기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8:10, 신명기 8:2,16, 26:6,7, 이사야 53:3,4, 
마가복음 4:16,17, 요한복음 16:33, 마태복음 24:7-9,21,29.
14절.  “네 후손들이 섬겼던 자들”이란 억압하는 악들을 의미한다. “나
는 심판할 것이다”란 방문과 심판을 의미한다. “그 뒤 네 후손들은 큰 
물질을 거두어 떠날 것이다”란 해방, 그리고 그들은 천적인 선들과 영
적인 선들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15절.  “너는 네 조상에게로 평화로이 갈 것이다”란 선들과 진리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너는 장수하다가 묻힐 것이
다”란 주님의 것에 속한 사람들이 선들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절.  “사  만에 그들은 이 땅으로 되돌아 오리라”란 회복하는 시
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아모리족의 불법이 극에 달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란 선이 더 이상 없는 때,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8:22, 예레미야 51:13, 다니엘 9;24,27, 누가복
음 21;24. 
17절.  “해가 내려 가자”란 극에 도달된 때,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짙은 어둠이 있었다”란 미워함이 선행의 자리에 있었을 때를 의미한
다. “연기 뿜는 용광로”란 아주 치 한 거짓을 의미한다. “불붙은 횃
불”이란 탐욕이 불타 올라 있게되는 뜨거움을 의미한다. “이것들이 쪼
개 놓은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 갔다”란 치 한 거짓과 탐욕의 열기
가 주님으로부터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분리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2, 요엘 2:1,2, 스바냐 1:15, 아모스 5:20, 이
사야 9:17-19, 요엘 2:30,31, 이사야 34:9,10, 말라기 4;1, 호세아 
13:1,3, 이사야 1:31, 계시록18:2,18, 19:3, 9:2, 9:17,18, 14:9,10, 
16:8,9, 19:20, 20:14,15, 21:8, 마태복음 3;10, 누가복음 3:9, 마태복
음 13:41,42,50, 25:41, 누가복음 16:24, 예레미야 21:12, 요엘 2:1,3, 
시편 18:8,9, 신명기 32:22, 출애굽기 24:16,17, 19:18, 신명기 
4:11,12, 5:22, 23-25, 예레미야 34:14,18-20.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하셨다”란 주님의 내면
의 인간이 그분의 내적 인간, 즉 여호와와 결합하심을 의미한다. “말
하시기를, 네 씨에게 나는 이 땅을 줄 것이다”란 시험과 공포가 있은 
후 주시는 위로, 그리고 주님을 믿으며 선행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상속
자들임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르
기까지”란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이 확 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강”은 영적인 것들의 확장을,  “유브라데강”은 천적인 것들의 확장을 
각각 의미한다.
19,20,21절.  “겐족, 그니스족, 갓몬족”은 주님의 왕국으로부터 추방되
어진 거짓들을 의미한다.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은 거짓의 설득을 
의미한다. “아모리족, 가나안족”은 악들을 의미한다. “기르가스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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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기르
가스족과 여부스족.

16

1 그리고 사래, 아브람의 아내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였
다. 그리고 그녀는 이집트 출신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스족”은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여기서의 내적 의미에서 계속되는 것은 주님에 관한 사항들이다. 즉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에 시험들 속의 가장 격렬한 전투들을 견뎌내셨
다. 이 시험은 그분이 온 인류를 향하여 품으셨던 사랑, 특별하게는 
교회를 향하여 품으셨던 사랑이 공격당하는 시험이었다. 그러므로 그
들의 미래 상태에 관하여 근심이 있으셨다. 따라서 약속이 그분에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종료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그것의 
끝을 향하여 되어져  가서 있게 되는 상태도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새로운 교회는 소생해서 이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천국의 
왕국은 광 하게 증가하리라는 것.
  시험들 속의 전투 후 주님이 위로 받으심이 우선 묘사되고 있다. (1
절)
  교회에 관한 주님의 불평, 즉 그것은 외적인 것들에만 있었다. (2,3
절) 내적 교회에 관한 약속. (4절) 이 교회는 번성할 것. (5절) 주님
은 정의이시다는 것. (6절) 그리고 그분에게만이 하늘과 지상의 왕국
이 속해 있다는 것. (7절)
  그분은 인류가 구원될 것임을 보증받고 싶어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경우가 교회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있게 
되는지가 그분에게 보여졌다. (9-17절) 
  “암소”, “암염소”, “숫양”은 교회의 천적인 것들의 표현이다. “산비둘
기”, “어린 집비둘기”는 영적인 것들의 표현이다. (9절) 이 교회는 이 
쪽에 있었고 주님은 다른 쪽에 계셨다. (10절) 주님께서는 악들과 거
짓들을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11절) 그러나 거짓들은 아직 그것에 
기생할 것이다. (12,13절) 이것들로부터 해방이 있을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아들이셨다. (15절) 그러나 악들은 소
유권을 가질 것이다. (16절) 결국 거짓들과 탐욕들이 지배하는 것밖
에 없다. (17절) 그 다음 주님의 왕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
회, 이 교회의 확장, 이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19-21절)

16
내적 의미 해설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였다”란 
아직은 합리적 인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람”은 여호와이신 주
님의 내적 인간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집트 출신 여종이 있었다”란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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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이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보
라, 원하건  여호와께서는 나에
게 아이 낳는 것을 닫으셨으니 
내 하녀에게로 가시오. 어쩌면 나
는 그녀를 수단으로 가문을 건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 그리고 사래, 아브람의 아내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 출신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의 남자 아브람을 
위한 여인으로 그에게 주었는데, 
이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
한지 십 년 후 이었다.

4 그리고 아브람은 하갈에게 갔
고, 그 여자는 임신하였다. 그리
고 그녀는 자기가 임신하였음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5 그래서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
하기를, 내가 받은 부당함은 당신 
때문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넣었더니, 그녀는 자기가 임
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였는 
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서 판결하신다.
6 그리고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
하기를,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
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
에 좋을 로 그녀에게 행동하라. 
그래서 사래가 그녀를 창피스럽
게 했다. 그러자 그녀는 사래의 
얼굴로부터 도망했다.
7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를 광야
에 있는 물들의 샘 근처, 수르로 

외면의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2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란 그렇게 지각하셨음을 의미한다. 
“보라 원하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 낳는 것을 닫으셨다”란 내면
적 인간 또는 신성한 합리적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내 하녀에게로 가기를 바라오”란 외면의 인간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수단으로 가문을 건설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란 
이런 방법에서 합리적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란 여느 다른 방법으로는 행
해질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3절.  “사래, 아브람의 아내가...데려왔다”란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
하는데, 이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다. “하갈 이집트 여인, 그녀의 하녀”
란 외면의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
을 의미한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 년 후 이었다”란 선
에 관해 아껴두신 것(remains)과 주님 스스로 획득하신 파생적인 진
리에 관한 리메인스,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합리성이 잉태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의 남자 아브람에게 여인으로 주었다”
란 진리에 한 애착을 부추김을 통해 결합함을 의미한다. 
4절.  “그가 하갈에게 갔다”란 내적 인간이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 
속의 생명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녀는 임신하였다”란 합리성의 첫 
생명을 의미한다. “그녀는 자기가 임신하였음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
을 멸시했다”란 첫 번째 합리성이 지닌 개념은 선에 인접해 있는 진리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란 진리에 한 애착이 그렇게 지각
하였음을 의미한다. “내가 받은 부당함은 당신 때문이다. 나는 내 여
종을 당신 품에 주었다”란 과실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란 합리성의 첫 생명을 
의미한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멸시되어졌다”란 첫 번째 있는 합리성
은 선에 접하여 있는 진리를 가볍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결하신다”란 주님께서 분개
하심(indignation)를 의미한다.  
6절.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란 임신된 합리성은 선에 접하여 있는 진
리의 권능에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 눈에 좋을 로 그녀에게 행동하
라”란 절 적인 지배력을 의미한다. “사래가 그녀를 창피스럽게 했다”
란 복종을 의미한다. “그녀가 사래의 얼굴로부터 도망했다”란 처음 임
신된 합리성이 분개했음을 의미한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를 ...발견하였다”란 내면의 인간의 생각
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서는 주님의 내적 인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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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에 있는 샘 근처에서 발
견하였다.

8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갈, 사
래의 여종아, 너는 어디에서 오느
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사
래, 나의 여주인의 얼굴로부터 도
망치고 있습니다.
9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
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
아가라, 그리고 사래의 손 아래에
서 네 자신을 겸허하게 하라.
10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
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씨를 크
게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한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
11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
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아이
와 함께 있고, 아들을 낳을 것이
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라 부르리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
서 네 고뇌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그는 들나귀이리라. 
그의 손은 모든 이와 맞서고, 모
든 이의 손은 그에게 맞서리라.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얼굴에 거슬리며 거주하리라.

온 내면의 생각이다. “광야에 있는 물들의 샘 근처”란 아직은 생명이 
되지 않은 자연적 진리를 의미한다.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근처”
란 이런 진리가 기억 속의 지식에서 진행된 것들로부터 이였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2,4,14,15, 사사기 6:12,14,16,22,23, 2:1, 마
태복음 1:22,23, 계시록 1:20, 21:12, 14:6, 이사야 63:9, 창세기 
48:16, 말라기 3:1, 출애굽기 23:20,21, 누가복음 1;80, 출애굽기 
15:22, 창세기 25:18, 사무엘상 15:7, 27:8.  
8절.  “그는 말했다, 하갈, 사래의 여종아”란 정보(information)를 의
미한다.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란 상태에 관하
여를 의미한다. “그녀는 말했다, 나의 여주인 사래의 얼굴로부터 도망
치고 있읍니다”란 응답과 분개함을 의미한다.

9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란 주님의 내면적 인간의 응답을 의미
한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란 그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내
면의 진리와 이 진리에 한 애착만을 신뢰해야 함이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손 아래에서 네 자신을 겸허하게 하라”란 그 자신
을 내면의 진리의 최고의 권능 아래 있도록 강요해야 함을 의미한다.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란 내면의 인간의 생각을 의미한다. 
“나는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란 선에 접하여 있는 지적 진리
의 최고의 지배력에 그 자신을 복종시킬 때 합리적 인간이 열매맺음
을 의미한다. “번성한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란 측정을 넘어서는 번
성을 의미한다.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란 내면의 인간이 생각함을 
의미한다. “보라 너는 아이와 함께 있다”란 합리적 인간의 생명을 의
미한다. “아들을 낳으리라”란 합리적 인간의 진리를 의미한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리라”란 합리적 인간의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네 고뇌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
다”란 합리적 인간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동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8:32,36, 8:34, 시편 54:6, 출애굽기 25:2, 
35:5, 레위기 16:29, 23:27,29, 시편 15:1,2,4.
12절.  “그는 들나귀이리라”란 합리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의 손은 모
든 이와 맞선다”란 합리적 인간은 진리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그것
과 전쟁을 치룰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이의 손이 그와 맞선다”란 거
짓들이 싸우려고 되돌아 섬을 의미한다. “그는 모든 그의 형제의 얼굴
에 거슬리며 거주하리라”란 믿음의 문제들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될 것
이나, 결국 정복자일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2;14, 예레미야 14:6, 호세아 8:9, 13;15,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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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말하
신 여호와의 이름을 하느님이 나
를 보고 있으시다 라고 불렀다. 
그 이유가 나 또한 나를 보시는 
그분 뒤를 여기서 보았던고?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그녀는 그 샘터를 
나를 살펴 본 살아계신 분의 샘
터라고 불렀다. 이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15 그리고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
들을 낳아 주었다. 그리고 아브람
은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의 이
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
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팔십 육
세의 아들이었다”

104:10,11, 창세기 25:18.
13,14절.  “그녀는 자기에게 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불렀다”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생각했을 때 있는 주님의 내면의 인간의 상태를 의미
한다. “하느님이 나를 보고 있으시다”란 유입(influx)을 의미한다. “나 
또한 나를 보시는 그분 뒤를 여기서 보았던고?라고 그녀가 말했
기 때문이다”란 매개 역할로서의 합리적 인간이 없는 외면의 인간의 
생명 안으로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샘터를...라고 불렀다”란 진리의 파생된 상태를 의
미한다. “나를 살펴 보는 살아계신 분의 샘터”란 또렷하게 보여진 진
리를 의미한다. “이 샘터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란 뚜렷이 보
여진 진리의 품질을 의미한다.      
15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란 합리적 인간이 결
합과 임신으로부터 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란 이 합리성의 품질을 의미한
다.  
16절.  “아브람이 팔십 육세의 아들이었다”란 시험들의 전투를 수단으
로 획득된 천적인 선에 관련된 주님의 상태를 의미한다. “하갈이 이스
마엘을 낳았을 때”란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의 생명이 합리성을 생
산할 때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16장에서 취급되는 것은 주님의 첫 번째 합리성이다. 이 합리성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의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 안에 유입됨으로 
임신되어졌다. 내적 인간은 “아브람”이고, 외적 인간 안에 있는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은 “이집트 출신의 몸종 하갈”이다. 이로부터 파생된 
합리성이 “이스마엘”이다. 이 합리성의 본성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후에 그것에 해 말해지는바 (21장), 이삭으로 표현되는 주
님의 신성한 합리성이 태어나진 이후 그 집으로부터 추방되고 있다.
  주님의 첫 번째 합리성은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 속하는 기억적 
지식들의 애착의 생명과 결합, 또는 유입되는 수단의 질서에 따라 임
신되어졌다. (1-3절) 그러나 이 애착은 외적 인간 속에 있었던 바, 
그것의 본성은 지적인 진리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4절) 이렇기 때
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종하게 함에 관하여 생각하셨고, (5-9절) 
그것이 복종하였을 때, 그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으로도 되어가리라 
생각하셨다. (10,11절) 만일 복종치 않으면 있게 되리라는 것이 묘사
되고 있다. (12절) 그분의 내적 인간으로부터의 주님의 통찰력. 
(13,14절) 이 합리성의 품질에 관련하여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근원이 되어 작동되셨을 때의 주님의 상태. (15,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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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아브람은 구십 구세의 아들이
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람
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느님
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그
리고 너는 완전하라.

2 그리고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는 극 하게 번성하리라.
3 그리고 아브람은 그의 얼굴을 
땅에 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셔서, 말하신다.

4 나, 보라,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는 수많은 나라들
의 아버지가 되리라.

5 그리고 네 이름은 더 이상 아
브람이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은 아브라함일 것
인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수많
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7
내적 의미 해설

1절.  “아브람은 구십 구세의 아들이었다”란 주님의 내적 인간과 합리
적 인간이 충분하게 결합되기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아브람”은 지상
에 계실 때의 상태와 나이에 관련되는 주님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란 명백함을 의미한다. “그에게 말하셨다”란 지
각을 의미한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는 글자 로의 의미에서는 
아브람의 하느님을 의미하나, 이 글자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은 그들 
앞에서 처음 표현되어졌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란 믿음으로부터
의 진리를 의미한다. “너는 완전하라”란 선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18, 5:37, 6:46, 8:56,58, 여호수아 24:2,14,15, 출애굽
기 6:3, 요엘 1:15, 에스겔 1:24, 10:4,5, 창세기 28:3, 43:14, 49:25, 
2절.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주리라”란 여호와이신 내적 인
간이 내면의 인간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너는 극 하게 번성하리라”
란 진리에 한 애착은 그 결실이 무한함을 의미한다.
3절.  “아브람이 그의 얼굴을 땅에 었다”란 경배를 의미한다. “하느
님께서 그에게 말하셔서, 말한다”란 지각의 수준을 의미한다. 아브람
이 숭배했던 전능한 하느님을 수단으로 주님이 표현되어졌기에 여기
서 여호와가 아닌 하느님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여기서 진리가 
취급되고, 이 진리가 선에 하나되어지는 것을 취급했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26.
4절.  “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란 신성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란 인간의 본질이 신성의 본질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아버지”란 이런 
하나됨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있을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은 진리
를 의미한다. “나라들...”은 진리로부터 파생된 선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44-46, 14:10-12, 이사야 9:6, 63:16, 말
라기 2:10.
5절.  “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란 그분
은 인간을 벗으실 것을 의미한다.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리라”란 그분
은 신성을 입으실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나는 너
를 만들었다”란 모든 진리와 이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선은 그분으로부
터 옴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6:24-27, 출애굽기 20:7, 신명기 5:11, 누가복음 
11:2, 이사야 12:4, 24:15, 41:25, 62:2, 미가 4:4, 말라기 1:11, 신명
기 12:5,,11,14, 16:2,6,11, 예레미야 7:12, 신명기 10:8, 예레미야 
23:6, 이사야 49:1, 계시록 3:4,5,12, 요한복음 17:25,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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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나는 너를 매우 단하
게 열매 맺게 하리라. 그리고 나
는 너를 나라들로 만들리라, 그래
서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7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
손의 하느님이 되리라.

8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네 후손에
게 네가 머무른 이 땅,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히 소유로 
삼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
게 하느님이 되리라.

9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
게 말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
키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로 지키라.
10 이것은 내 언약이다, 이는 나
와 너, 그리고 네 후손 사이에서 
지켜질 것이다, 모든 남자는 너에
게 할례를 받아라.

11 너는 너의 포피의 살을 할례

15:16,17, 마태복음 18:2, 마태복음 10:22, 24:9,10, 마가복음 13:10, 
마태복음 7:22,23.
6절.  “나는 너를 매우 단하게 열매 맺게 하리라”란 선의 열매는 무
한히 많음을 의미한다. “나는 너를 나라들로 만들리라”란 모든 선은 
그분으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란 그분으로
부터 모든 진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야 60:10,16, 예레미야 22:4, 예레미야 애가 2:6,9, 이사야 
7:16, 49:22,23, 52:15, 시편 2:10-12, 계시록 5:9,10, 마태복음 
13:37,38, 계시록 16:12, 계시록 21:24, 17:1,2, 18:3,9, 17:12,13, 
19:19.
7절.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란 합일(union)을 의
미한다. “네 후손...”이란 그분을 믿는 이들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

...”란 믿음 속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미한다.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란 여러 사항들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너에게 하느님이 됨”이
란 주님 자신에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네 후손”이란 신성이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파생됨을 의미한다.
8절.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네 후손에게 네가 머무른 이 땅을 주리라”
란 주님은 “머무른 이 땅”인 그분 자신의 힘, 또는 능력으로 모든 것
을 자신에게 획득하셨음을 의미한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란 천국
과 지상의 것들이 그분의 것임을 의미한다. “네 후손”이란 그분은 그
분을 믿는 이들에게 천국과 지상의 주님의 것을 주실 것임을 의미한
다. “가나안의 모든 땅”이란 천적, 또는 천국의 왕국을 의미한다. “영
원히 소유로 삼는다”란 영원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
리라”란 하느님은 하나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3,5, 59:16,17, 다니엘 9:24, 예레미야 
23:5,6, 33:15,16.
9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란 한층 더 착된 합일을 의미한다. “너와 네 후손
이 지킨다”란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과의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 로...”란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28, 17:21,22,26, 14:19-21, 12:28,30,32.
10절.  “이것은 네가 나와 너 사이에 지켜질 내 언약이다”란 모든 이
가 주님과 결합했다는 표(token)를 의미한다. "네 후손"이란 그분을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모든 남자는 너에게 할례를 받아라”란 깨끗하
게 함(purity)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0:6, 예레미야 4:3,4, 신명기 10:16,18, 예레미
야 9:25,26, 레위기 26:41, 이사야 52:1, 레위기 19:23,4, 여호수아 
5:2,3,9.
11절.  “너는 네 포피의 살을 할례받아라”란 자아와 세상 사랑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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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라, 그리고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시(sign)이리라.
12 그리고 팔 일의 아들은 너에
게 할례를 받을 것이다, 로 
모든 남성, 그가 집에서 태어났
든, 네 씨로부터가 아닌 낯선 사
람인 모든 아들로부터 은을 주고 
산 자이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13 네 집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은을 주고 산 자이든 할례를 꼭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내 언약은 
너의 살에 있을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이다. 

14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남자, 
자기 포피의 살을 할례하지 않은 
자, 그 혼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잘리워질 것이다. 그는 내 언약을 
헛되게 만들었다.

15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말하시기를, 사래, 네 아내,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 부르
지 마라, 그 이유는 사라가 그녀
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복을 
줄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너에
게 그녀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 백성들의 왕들
이 그녀로부터 있을 것이다.
17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심중에서 말하기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시이리라”란 깨끗해
짐의 표현과 뜻임을 의미한다.
12절.  “팔 일의 아들”이란 무엇이 깨끗해질 때 그 깨끗해짐의 어떤 
시작을 의미한다. “너에게 할례를 받을 것이다”란 깨끗해지게 함을 의
미한다. “모든 남자”란 믿음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 로”란 믿음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집에서 태어난 자”란 교회 안
에 있는 천적인 사람들을, “은을 주고 산 자”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네 씨로부터가 아닌 낯선 사람인 모든 아들로
부터”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4:7,9, 31:18.
13절. “...할례를 꼭 받아야 하리라(Circumcising he shall be 
circumcised)”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자아와 세상 
사랑을 완전히 제거해야만함을 의미한다. "네 집에서 태어난 자, 그리
고 은을 주고 산 자"란 교회 내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을 것이
다”란 주님과 불결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
미심장한 교회 의식도 의미한다.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이다”란 결합
을 의미한다.
14절.  “할례받지 않은 남자”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에 있지 않은 사
람을 의미한다. “자기 포피의 살을 할례하지 않은 자”란 자아를 사랑
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 혼은 자기 백성들로
부터 잘리워질 것이다”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내 언약을 
헛되게 만들었다”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는 결합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6:10.
15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사
래, 네 아내”란 선과 결합된 진리를 의미한다.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
래라 부르지 마라”란 주님은 인간을 벗으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 이
유는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란 주님은 신성을 입으실 것임
을 의미한다.
16절.  “나는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란 진리가 번창함을 의미한다. 
“또한 나는 그녀로부터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란 합리적 인간을 의
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란 합리성의 번창을 
의미한다. “그녀는 나라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란 거기로부터 파생되
는 선들을 의미한다.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있을 것이다”란 결
합된 진리들과 선들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백성들의 왕들”은 
결합된 진리들과 선들이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란 경배함을 의미한다. “웃었다”란 그는 
이렇게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백 세의 아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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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백 세의 아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구십 세의 딸인 사라
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18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요!

19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진실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으로 부르라, 그
리고 나는 내 언약을 그와 더불
어 세울 것인데 이는 그의 후손
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0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하여 나
는 너에게서 들었다. 보라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열매 있게 만들 것이고, 그
를 극히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
는 열 두 왕자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그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
다.

21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내년 
이맘 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 
이삭과 세울 것이다.
22 그리고 그분은 그와 말하시고 
떠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
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너머로 
올라가셨다.
23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

까?”란 주님의 인간 본질 속의 합리성이 그분의 신성한 본질에 하나되
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구십 세의 딸인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까?”란 선에 결합된 진리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가 
이것을 행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이란 주님의 인간 본질 속의 합리
성이 주님의 신성한 본질에 하나되는 것이다.
참조 성서. 열왕기하 25:1,3,4.
18절.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말했다”란 주님께서 사랑으로부터 지각
하심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요”란 진리
로부터의 합리성인 여러가지 것들이 멸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란 영적인 것, 영적 인간, 영적 교회, 주님께서 신성
한 사랑으로부터 바라셨던 구원 등등이다.
19절.  “하느님께서 말하셨다”란 답이 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진실
로 사라 네 아내...”란 선에 결합된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란 합리성은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함으
로부터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내 언약을 그와 더불어 세우리라”란 
합일을 의미한다. “영원한 언약”이란 영원한 합일을 의미한다. “그의 
후손”이란 주님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이들을 의미한다.
20절.  “이스마엘에 관하여 나는 너에게 들었다”란 진리로부터 합리성
을 지닌 이들이 구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보라 나는 그에게 복을 내
릴 것이다”란 진리로부터 합리성을 지닌 이들은 믿음으로부터의 선들
과 측량할 수 없는 이 선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에 감동되고 선물 받
게 됨을 의미한다. “나는 그를 열매 있게 하리라”란 믿음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그를 번창하게 하리라”란 믿음으로부터의 선에서 파
생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극히”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를 의미한다. 
“그는 열 두 왕자를 낳을 것이다”란 선행 속에 있는 믿음에 관한 제일
가는 교훈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란 선
의 결실, 그리고 이 결실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0장 9,14,16.
21절.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란 신성한 합리적 인간과의 
합일을 의미한다.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이란 합리적 인간은 신성
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함으로부터 생겨남을 의미한다. “내년 이
맘 때”란 합일된 상태를 의미한다.
22절.  “그분은 그와 말하시고 떠나셨다”란 이런 지각이 끝났음을 의
미한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너머로 올라 가셨
다”란 주님께서 이전의 상태로 진입하셨음을 의미한다.
23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챙겼다”란 진실로 합리적인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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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모든 자들, 그리고 그의 은
으로 산 모든 이들,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남성
을 챙겼고,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하셨던 로 바로 그날에 그들
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베풀었다.
24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
의 살에 할례를 베풀었을 때 그
는 구십 구 세의 아들이었다.
25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은 
때 그는 십삼 세의 아들이었다.
26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의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
다.

27 그리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들, 그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이
방인인 아들로부터 그의 은으로 
산 남자가 그에 의해 할례되어졌
다.

의 은으로 산 모든 자들,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남
자”란 믿음 속의 진리가 선들과 결합하고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을 의
미함은 전에 살핀 것과 같다. “그들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베풀었다”
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의 교인들의 순결함과 정의를 의미한다. “바
로 그 날에”란 ...에 관하여 말해졌던 상태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하셨던 바 로”란 지각에 일치되게...를 의미한다.
24,25,26절.  “아브라함은 구십 구 세의 아들이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본질이 그분의 인간 본질과 합일하기 전의 시간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가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베풀었을 때...”란 주님께서 외적 인간 
속의 악들을 혹독하게 몰아내셨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란 믿음 속의 진리들 덕택에 주님에 
의해 합리적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들을 의미한다. “십 삼 세의 아들”
이란 거룩한 리메인스(holy remains)를 의미한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란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바로 그 날에”란 그 상태 다음이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받았다”란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 
본질을 그분의 신성한 본질에 결합시키셨을 때, 그와 동시에 그분은 
진리로부터 합리적 인간이 된 모든 다른 이들을 그분 자신에게 결합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도 구원되었음을 의미한다.
27절.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그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그리고 은
으로 산 남자”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이방인인 아
들로부터”란 교회 밖의 합리적인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에 의해 
할례되어졌다”란 그들이 주님에 의해 의로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로워졌다는 말은 요즈음 교회의 교리로부터 이해되는 의
로워짐 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죽기 전 몇시간 만을 가진 누군
가라 해도 그가 그 순간 회개하면 악행 속에 있었던 자신의 악이 씻
겨져 없어짐으로 순수해져 의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 같은 것과는 거
리가 멀다는 말이다.

내적 의미 요약
  17장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주님의 신성 본질이 인간 본질과, 그리
고 인간 본질이 신성 본질과 하나되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인간 본
질을 통하여 인류와 결합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가 그분의 인간이신 주님에게 명백히 나타나셨다. (1절) 하나
됨을 미리 말하신다. (2,3절) 즉 신성이 인성과,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됨에 관해서이다. (4,5절) 모든 선과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 
(6절) 신성이 인성과 결합함은 그분을 통하여 결과되리라는 것. (7절) 
그리고 천국적 왕국은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은 이 왕국을 그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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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그에게 나타
나셨다, 그리고 날이 뜨거워져 가
고 있는 때에 그는 천막의 문에 
앉아 있었다.
2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
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
다, 그리고 천막의 문으로부터 그
들을 만나러 달려갔다, 그리고 땅 
쪽으로 자신을 굽혔다.

3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주
여,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
총을 발견하여 왔다면, 부디 당신
의 종을 지나쳐 가지 마옵소서.

에서 믿음을 가지는 이들에게 주시리라는 것. (8,9절) 그러나 인간은 
먼저 그의 사랑들과 그들의 냄새나는 탐욕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
게 해서 깨끗해져야 한다. 이것이 할례를 수단으로 표현되고 의미되고 
있다. (10,11절) 그리하여 결합이 결과될 것인데, 교회 내에 있는 이
들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결합이 있게 되리라는 것. (12
절) 깨끗해짐은 모든 수단들에 의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해
서는 결합이 없고, 오히려 정죄됨 만이 있다. 인간의 불순함을 제외할 
경우 어떤 결합도 거행될 수 없다. (13,14절) 인간 본질이 신성 본질
과 하나됨, 또는 진리가 선과 하나됨이 미리 말해졌다. (15-17절) 또
한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의 결합, 즉 천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결합이 있듯, 영적 왕국의 교회 속에 있는 이
들과도 결합이 있다. (18,19절) 그리고 후자, 즉 영적 왕국의 교회 속
에 있는 이들도 믿음으로부터의 선들을 불어넣어 주시리라는 것. (20
절)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주님 안에서 인성 본질이 신성 본질과 
하나됨을 통하여 결과되리라는 것. (21절) 예언의 끝. (22절) 그렇게 
행해지리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해졌다는 것. (23-27절)

18
내적 의미 해설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란 주님의 지각을 의미한다. “마
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란 지각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가 천막의 
문에 앉아 있었다”란 그 당시 그분에게 속했던 거룩함을 의미한다. 
“날이 뜨거워져 가는 때에”란 사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2절.  “그는 그의 눈을 들었다”란 그분은 그분 자신 안을 보셨음을 의
미한다.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란 신성 자체, 
the Divine Itself, 신성한 인간, the Divine Human, 그리고 거룩한 진
행, the Holy proceeding 을 의미한다. “그가 그들을 보았다”란 그분
께서 이것을 주목하셨을 때를 의미한다. “그들을 만나려고 달려갔다”
란 그분께서는 지각되어 졌었던 것들을 생각 속에서 더 가까이 접근
하셨음을 의미한다. “천막의 문으로부터”란 그때 당시 주님에게 속했
던 거룩함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땅 쪽으로 자신을 굽혔다”란 기쁨을 
동반한 수치스러움(humiliation)의 결과를 의미한다
3절.  “그는 말했다”란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음을 의미한다. “나의 
주여”란 하나 안에 있는 삼위를 의미한다.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여 왔다면”이란 주님께서 이 지각을 인지하셨을 때 주님
께서 복종하신 상태를 의미한다. “부디 당신의 종을 지나쳐 가지 마옵
소서”란 그분께서 시작한 지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매우 강도 높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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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허락
하여 주십시요, 그래서 당신께서
는 발을 씻으십시요, 그리고 나무 
아래 누워계십시오.

5  그리고 저는 빵 조각을 가져
오리니, 당신께서는 당신의 심정
을 지탱하십시오, 그 후 당신께서
는 지나가십시오. 그 이유는 당신
께서 당신의 종을 지나치시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네가 말했던 로 하라.

6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 
쪽으로 사라에게 달려갔다, 그리
고 말하기를, 고운 가루의 가루 
세 분량을 빨리 준비하여 반죽해
서, 떡을 만들어라.

7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떼에로 

라셨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종”이란 주님에게 속했던 인간 중에서 
신성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인간이다.
  참조 성서. 창세기 30:27, 33:10, 마가복음 3:32-35, 이사야 
37:35, 42:1, 42:19, 43:10, 49:5,6, 50:10, 52:12,13, 53:2,3,10,11.
4절.  “제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허락하십시요”란 그들(세 사람)은 더 
가까이 끌어당겨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 신성한 것으로
부터 주님의 지적인 것들에로 더 가까이 내려오게 허락되어야 하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발을 씻으십시요”란 그들은 주
님이 그 당시 계셨던 상태에서 더 잘 지각하려면 자연적인 어떤 것을 
입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무 아래 누워계십시요”란 그분이 계셨던 상
태 속의 지각에 더 가까이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2:32,33, 10:5,6, 에스겔 1:7, 계시록 1:14,15, 
2:18, 10:1,2, 이사야 66:1, 예레미야 2:1, 시편 99:5, 132:7, 110:1, 
마태복음 22;42-45, 마가복음 12:36, 누가복음 20:42,43, 이사야 
60:13, 레위기 21:19,21, 신명기 33:24,25, 나흠 1:3, 시편 18:9, 에
스겔 32:2,13.
5절.  "제가 빵조각을 가져오리다"란 천적인 어떤 것이 인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심정을 지탱하십시요”란 만나지는 만큼에서를 
의미한다. “그 후 당신께서는 지나 가십시요”란 그분이 지각하는 것을 
그만두어도 그분은 그것에 만족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
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지나치시기 때문입니다”란 그들은 이 목적 때문
에 왔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말했다, 네가 말했던 로 하라”란 그렇
게 행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3:16,31, 출애굽기 18:12, 사사기 13:15,16, 사
무엘상 14:27,28, 20:24,27, 사무엘하 9:7,10, 열왕기하 25:29, 열왕
기상 4:22,23, 레위기 3:11,16, 21:6,8,17,21, 민수기 28:2, 말라기 
1:7, 레위기 22:6,7, 요한복음 6:31-35, 47-51.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쪽으로 사라에게 달려갔다”란 주님의 합
리적 선이 그분의 진리와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는 선에 관련된 주님의 상태이다. 그리고 “사라”는 진리에 관련된 주
님의 상태이다. “천막”은 사랑의 거룩함에 관련된다. “그리고 말했다”
란 그때에 비례하여 있는 지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고운 가루 세 
분량을 빨리 준비하여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란 그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3”이란 거룩한 것, “고운 가
루의 가루”란 그 당시 주님과 더불어 있던 합리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을 명시한다. “떡”은 이 두 가지 것이 합쳐지면 동일해 
짐을 명시하고 있다.
  참조 성서. 레위기 6:13-17, 24:5-9, 에스겔 16:13.
7절.  “아브라함이 가축떼로 달려갔다”란 자연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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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갔다, 그리고 부드럽고 좋은 
수소의 아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
고 그는 서둘러 그것을 만들었다. 

8 그리고 그는 버터와 우유, 그가 
만든 수소의 아들을 가져왔다, 그
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리
고 그는 나무 아래 그들 앞에 섰
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다.

9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
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보십시오, 
천막에 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삶
의 이때 쯤 너에게 반드시 돌아
오리라.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진 것을 바라보리라. 그
리고 사라는 천막의 문에서 들었
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뒤 
쪽이었다.
11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
었고, 수명이 다하는 쪽으로 진입
하고 있었다. 사라에게는 여인의 
생리가 중단되어 있었다.
12 그리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고 부드럽고 좋은 수소의 아들을 가져왔다”란 조화를 이루는 자연으로
부터의 천적인 것, 즉 합리성이 신성으로부터의 지각과 그 자체 합쳐
지기 위하여 그 자체에 연합시킨 자연계로부터의 선, 천적인 자연(the 
celestial natural)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
리고 그는 그것을 만드느라 급했다”란 이 선이 합리적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젊은이”는 자연적 인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0, 계시록 4:6-8, 신명기 33:16,17, 출애굽기 
32:5,6, 예레미야 7:21-23, 시편 40:6,8, 51:16,17, 50:9,13,14, 
107:21,22, 116:17, 신명기 23:19, 호세아 6:6, 사무엘상 15:22, 미가 
6:6-8, 다니엘 9:27, 민수기 15:8,9. 
8절.  “그는 버터와 우유, 그리고 그가 만든 수소의 아들을 가져왔다”
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결합했음을 의미한다. “버터”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이고, “우유”는 파생된 영적인 것, “수소의 아
들”은 상응되는 자연계의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란 
그분께서는 받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나무 아래 그들 앞에 섰다”란 파생된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먹었다”란 이 방식으로 전달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7:14,15, 7:22, 신명기 32:12-14, 이사야 
55:1,2, 창세기 49:11,12, 요엘 3:18, 이사야 55:1,2, 계시록 2:7, 요
한복음 6:51,57, 60,63, 마태복음 8:11.
9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란 합리
적인 진리가 그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합리적인 진리가 합리
적인 선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바라
보십시오, 천막에 있읍니다”란 합리적 진리가 거룩함에 있었음을 의미
한다.
10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나는 삶의 이 때 쯤 
너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란 신성이 주님의 인간성과 결합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진 것을 바라보리라”란 신성
이었던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라가 천막의 문에서 들었다”란 
그 당시 거룩한 것 근처에 있는 합리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것은 아브라함의 뒤쪽이었다”란 그 당시 합리성이 있었던 선 근처, 그
러므로해서 인간의 어떤 것이 합리성에 있었던 만큼에서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란 주님과 더불은 인간, 이것은 벗
겨질 것임을 의미한다. “수명이 다하는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란 그 
때가 당도했음을 의미한다. “사라에게는 여인의 생리가 중단되어 있었
다”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합리적 진리의 상태
를 의미한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란 그와같이 이루어짐에 관하여 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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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내가 늙은 후인데 나에
게 즐거움이 있을까?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
하시기를, 왜 사라는 웃으며 말하
기를, 참으로 내가 아이를 낳을
까? 그리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하고
14 어떤 것이 여호와에게 놀라운 
일일까? 지정한 때에 나는 너에
게 돌아 올 것이다, 삶의 이맘 때 
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5 그리고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
하여 말하기를, 저는 웃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아
니다, 너는 웃었다.
16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소돔의 얼굴 쪽
을 향하여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
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다.

17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
터 숨겨야 할까? 
18 그리고 정녕 아브라함은 크고 
번성하는 나라 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 안
에서 복있을 것이다.

리적 진리의 애착을 의미한다. “내가 늙은 후인데 나에게 즐거움이 있
을까?”란 이 상태를 바뀌게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
다. “내 주인도 늙었다”란 진리에 한 애착은 이 진리가 인접해있는 
합리적 선 역시 인간을 벗을 것임에 놀라워 했음을 의미한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왜 사라는 웃느냐?”란 합리적 진리의 애착으로부터 있는 
합리적 진리의 생각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란 합리성이 신성이 될 수 있을까 놀라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늙었는데?”란 이런 타고난 본성이 더 이상 있지 않은 
후...를 의미한다.
14절.  “놀라워 할 일이 여호와에게는 어떤 것도 없다”란 여호와에게
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지정한 때에 나는 너에게 돌아 올 
것이다”란 오기로 되었던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이맘 때 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란 그 당시 주님은 인간의 합리적
인 것은 벗으시고 신성의 합리적인 것을 입으실 것임을 의미한다.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저는 웃지 않았읍니다”
란 인간의 합리적 진리는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되어
지기로 작정된 일들이 그렇게 될 성싶지 않다고 주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 같았음을 의미한다. 
16절.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났다”란 이 지각함이 결말에 이르렀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돔의 얼굴을 향하여 쳐다보았다”란 인류의 
상태를 의미한다. “소돔”은 자아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악이다. “그리
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갔다”란 주님께서는 지각 안에 그들과 함
께 남아계셨는데 그 남음은 오로지 인류에 관한 것 뿐이다.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란 그분께서는 이 지각으로부터 물러나기를 바라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0:35,40, 아모스 4:11, 스바냐 2:9,10, 에스겔 
16:46-50, 마태복음 10:15, 마가복음 6:11, 누가복음 10:12, 계시록 
11:8.
17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숨겨야 할까?”란 주님 앞에서 감추여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6:4-6.
18절.  “그리고 정녕 아브라함은 크고 번성하는 나라 일 것이다”란 주
님으로부터 모든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되는 모든 진리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 받을 것이다”란 선
행,(charity)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구원될 것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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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가 그를 아는 바, 그는 그
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에게 명령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은 정의와 공정을 실시하는 여호
와의 길을 지켜 갈 것이다. 그리
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아브라
함에 관해 말하셨던 것을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20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함성이 커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는 매우 비통
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21 나는 아래로 갈 것이다, 바라
건 , 그리고 나는 나에게 당도한 
함성 같이 그들이 극에 도달했는
지 아닌지를 보고, 나는 알게 되
리라.
22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앞을 바라보았고 소돔을 향하여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여
호와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말했다, 당신께서는 악인
과 더불어 의인도 멸하시렵니까?

24 뜻밖에도 의인 오십 명이 성 
안에 있다면, 당신께서는 성 안에 
있는 의인 오십 명 때문에 그곳

19절.  “내가 그를 아는 바”란 그것은 진실임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에게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
와 공정을 실시하는 여호와의 길을 지켜 갈 것이다”란 선행과 믿음에 
관한 모든 교리는 그분으로부터 있음을 의미한다. “아들들”이란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다. “가문”이란 선 안에 있는 이들이다. “길”이란 교
리이다. “정의(righteousness)”란 선의 측면에서의 여호와의 길이고, 
“공정(judgement)”은 진리 측면에서의 여호와의 길이다. “여호와께서
는 그분이 아브라함에 관해 말하셨던 것을 그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인간 속성은 신성한 속성에 인
접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2: 3, 13, 15, 에스겔 33:14,16,19, 아모스 
5:24, 이사야 56:1, 9:7, 33:5, 호세아 2:19,20, 시편 36:5,6, 
85:11,12, 스가랴 8:8, 시편 15:2, 이사야 58:2, 시편 119:164,172, 
예레미야 9:24, 23:5, 33:15, 요한복음 16:7-11.
20절.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함성이 커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는 매우 비통스럽게 되었기 때문이
다”란 자아사랑 속의 거짓과 악이 극도로 자라올랐음을 의미한다. “함
성”은 거짓이고, “죄”는 악이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5:36, 47:2,4, 스바냐 1:10,13, 이사야 
15:5,6, 예레미야 48:3, 14:2,3, 이사야 65:19, 5;7, 신명기 32:32.
21절.  “나는 아래로 갈 것이다, 바라건 , 나는 보리라”란 방문
(visitation)을 의미한다. "나는 나에게 당도한 함성 같이 그들이 극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보고, 나는 알게 되리라"란 악이 그 절정에 당도
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0:3, 13:10,11, 예레미야 8:12, 에스겔 9:1, 호
세아 9:7, 미가 7:4, 출애굽기 32:34.
22절.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앞을 바라보았다”란 주님께서 신성으로
부터 생각하심을 의미한다. “소돔을 향하여 갔다”란 이와같은 큰 악 
속에 있는 인류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말했다”란 신성에 조금 더 
가까웁게 인접한 인간으로부터의 주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당신께서
는 악인과 함께 의인도 멸하시렵니까?”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주님의 슬픔, 그리고 그분의 중재(intercession), 즉 그들이 비록 악하
다 해도 선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역
설하심을 의미한다.
24절.  “뜻밖에도 성 안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란 진리들은 선들로 
채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성 안에 있는 의인 오십 명 
때문에 그곳을 유보하시지 않고 멸하시렵니까?”란 이런 경우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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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보하시지 않고 멸하시렵니
까?

25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하는 일들은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의인을 악인 같이 취급하
시는 것 역시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모든 땅의 심판자는 
공의를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26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에서 의인 오십 
명을 성 안에서 발견한다면, 나는 
그들 때문에 모든 그곳을 유보하
리라.
27 아브라함이 답하여 말하기
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 저
는 내 주께 말하려 저를 내세웁
니다, 그리고 저는 먼지요 재입니
다.
28 의인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
자랄 경우, 당신께서는 다섯 때문
에 온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리
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가 사십 
오 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멸하
지 않으리라.
29 그리고 그는 그분께 말을 더 
보탰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십 
명이 거기서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그 사십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30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노여
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삼십 
명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가 거기서 삼십을 발
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
리라.

멸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중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3:15 25:8,10, 민수기 4:23,35,39,43,47, 8:25, 
신명기 22:29, 사무엘하 24:24, 15:1, 열왕기상 1:5, 누가복음 16:6, 
학개 2:16.
25절.  “이런 일들은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란 주님께서 전율을 
느끼심을 의미한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일들, 의인을 악인 
같이 취급함”이란 선은 죽을 수 없음, 그 이유는 악이 선으로부터 분
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란 
더 심하게 전율을 느끼심을 의미한다. “모든 땅의 심판자는 공의를 실
시하지 않겠습니까?”란 신성한 선은 진리가 선에서 분리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6절.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만일 내가 소돔에
서 의인 오십 명을 성 안에서 발견한다면,”이란 만일 진리들이 선들로 
채워졌다면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 때문에 모든 그곳을 유보하리라”
란 그들은 구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27절.  “아브라함이 답하고 말했다”란 인간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생
각을 의미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 저는 내 주께 말하려 저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저는 먼지요 재입니다”란 인간의 품질을 비교적으
로 생각할 때 인간의 수치스러움(humiliation)을 의미한다,
28절.  “의인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랄 경우,”란 만일 얼마간 덜할 
경우...을 의미한다. “다섯 때문에 당신께서는 온 성을 멸하시렵니까?”
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인간은 멸망되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가 거기서 사십 오 명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란 만일 선과 진리가 함께 결합되어질 수 있다면 그는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29절.  “그는 아직 그분께 더 말을 보탰다”란 생각을 의미한다. “그리
고 말했다, 사십 명이 거기서 발견된다면...”이란 시험 가운데 있어 왔
던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사십 때문에 그
것을 하지 않으리라”란 그들은 구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30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노여
워하지 마십시오”란 인류를 걱정함을 의미한다. “삼십이 거기서 발견
된다면...이란 얼마간의 전투(comebat)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
하셨다, 내가 거기서 삼십을 발견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리라
“란 그들은 구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11:12,13, 마태복음 27:9,10, 출애굽기 21:32, 마
가복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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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리고 그는 말했다, 간절히 
바라와서 감히 내 주께 저를 내
세워 말씀드립니다. 이십이 거기
서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분은 말
하셨다, 이십 때문에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않으리라.
32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내 
주여 또 말씀드린다고 노여워하
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 한 번
입니다. 열이 거기서 발견된다면;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그 열 때
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으리라.
3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
함에게 말하시는 것을 마무리지
으신 후 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31절.  “그는 말했다, 간절히 바라와서 감히 내 주께 저를 내세워 말
씀드립니다”란 신성 앞에서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의미한다. “이십이 
거기서 발견된다면...”이란 만일 어떤 전투도 거기에 있지 않다면, 그
러나 아직 거기에 선이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그 이십 때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으리라”란 그들은 구원될 것임
을 의미한다.
32절.  “그는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또 말씀드린다고 노여워하지 마
십시오, 그러나 이것 한 번 입니다”란 인류의 상태에 관하여 걱정하심
이 아직도 계속됨을 의미한다. “만일 열이 거기서 발견된다면”이란 아
직도 거기에 남아 있는 것(remains)을 의미한다.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그 열 때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으리라”란 그들은 구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33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것을 마무리지으신 후 
가셨다”란 그 당시 주님이 있으셨던 위와 같은 지각의 상태가 중단되
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란 주님
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각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졌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첫 부분에서, 28장은 주님께서 인간 안에서 지각하심에 관한 것을, 
그리고 그 때 당시 신성과 교통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는 그
분의 인간적인 본질이 신성한 본질과 완전하게 합일되기 전에 해당되
는데, 말씀에서 이를 두고,“하느님을 본 자는 없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1:18).
  그 때 당시 인간 안에서 지각하신 주님의 상태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의미되고 있다 (1절).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분은 그분
의 인간성 앞에서 자체를 명백히 드러낸 신성을 지각하셨다 (2절). 이
에 따라 그분은 기뻐하셨다 (3절). 그리고 신성이 자연적인 어떤 것을 
입음으로 그분의 인간성에 더 가까이 끌어내지기를 바라셨다 (4절). 
그리고 그분의 인간성은 천적인 것을 입음으로 신성에 더 가까이 끌
려지기를 바라셨다 (5절). 그분께서 입으신 천적인 것과 파생된 영적
인 것이 케익을 만든 재료인 “고운 가루의 세 분량의 가루”로 의미
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자연적인 것
을 입으셨다는 것이 “수소의 아들”로 의미되고 있다 (7절). 그 결과는 
일치함, 즉 신성이 인간성과, 인간성이 신성과 친 한 관계에 있게 됨
이다 (8절).
  둘째 부분에서, 이 장은 인간성을 벗고 신성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인 그분의 합리성에 관련하여 있는 주님의 지각을 다루고 있다. 
  합리성이 신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 사라가 낳게 될 “아들”로 의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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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왔다. 
그리고 롯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롯은 보았다, 그
리고 그들을 만나려고 일어났다, 

고 있다 (10절). 주님과 더불어 있었던 인간의 합리적인 진리는 이를 
지각하지 못했다, 그런고로 해서 그것을 믿지도 않았음이 아브라함의 
뒤쪽 천막 문에서 사라의 “웃음”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또한 주님께
서는 이것을 벗으시고 이것 신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 
를 입으신다고 확인하고 계신다 (14절).
  셋째 부분에서, 이 장은 주님께서 인류를 두고 슬퍼하심과 성내심을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아 사랑, 그리고 이로부터 악과 
거짓으로부터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즐기는 탐욕에 흠뻑 도취되
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중재하셨다, 
그리고 선들과 진리들을 지닌 이들은 구원되어야 함을 획득하셨다. 그
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순서 로 세어지고 있다.
  인류에 관한 주님의 지각, 인류는 악과 거짓에 있다는 것, “소돔”은 
자아 사랑과 악한 것으로부터 타인을 명령하겠다는 자아 사랑에서 파
생된 탐욕이고, “고모라”는 소돔과 똑같되 이것의 뿌리는 거짓이다 
(16,20절).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숨겨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있기 때문이다 (17-19절).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방문을 받게 된다 (20,21
절). 그분이 이를 지각하셨을 때 (22절), 그분은 그들을 위해 중재하
셨다. 첫째, 진리들이 있고, 이 진리들이 선들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이다, 이들이 “오십”으로 의미되고 있다 (23-26절). 그다음, 
구원을 위한 선이 충분치는 않으나 이 선이 진리들과 결합된 상태인 
이들이다, 이들이 “사십 오”로 의미되고 있다 (27,28절). 그다음, 시험
을 겪어 갔었던 이들이다, 이들이 “사십”으로 의미되고 있다 (29절).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악과 싸워 왔었던 이들이다, 이들이 “삼십”으로 
의미되고 있다 (30절). 그 다음,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 선에 한 
애착의 상태에 있던 이들이다. 이들이 “이십”으로 의미되고 있다 (31
절). 마지막으로, 진리에 한 애착을 지닌 이들이다, 이들이 “십”으로 
의미되고 있다 (32절). 그리고 변치 않는 답은 그들은 구원되리라
는 것이다 (26,28-32절). 이것들이 성취되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 
전의 지각 상태로 되돌아 가셨다 (33절). 이상은 18장의 내적 의미에 
함유된 신비함이다, 이것은 글자에는 들어나 있지 않다.

19
내적 의미 해설

1절.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왔다”란 심판에 앞서 있는 방문을 
의미한다. “두 천사”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Hoiy 
proceeding)을 의미하는데 심판은 이 진행의 절차 중 하나이다. “소
돔”은 악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는 교회 안에 있는 악들이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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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을 구부려 얼굴을 땅
에 었다.

2 그리고 그는 말했다, 간절히 바
랍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종의 
집에 들르시어 밤을 보내고, 당신
의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아침
에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
고 그들이 말했다, 아니다, 우리
는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3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간청했
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로 돌아
섰다, 그리고 그의 집에 왔다. 그
리고 그는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
었다, 그리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웠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다.

4 그들이 막 누우려 할 때 도성
의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 소년
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외
곽 지역으로부터 온 모든 백성들
이 그 집을 에워쌌다.

은 방문의 때이다. “그리고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다”란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여기서는“롯”인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이
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악들 사이에 있지만 악들과는 분리되어 있다. 
이 분리되어 있음이 여기서 “소돔의 문에 앉아 있다”이다. “그리고 
롯은 보았다”란 그들의 양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일
어났다”란 선행을 인정해서 기회만 닿으면 선행을 실시하려고 준비
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었다”란 면목 없음을 의미한다.
2절.  “그리고 그가 말했다, 간절히 바라옵니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
간과 거룩한 진행을 내면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종의 집에 들르시어 밤을 보내소서”란 자기와 함께 처소를 가지려 
초 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종의 집에로”란 선행의 선 안에를 뜻한
다. “그리고 당신의 발을 씻으소서”란 그의 자연에 적용함을 의미한
다. “아침에 당신은 일어나 당신의 길을 가소서”란 그것에 의해서 선
과 진리 안에서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아니다”
란 시험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란 그분은 마치 진리로 심판하고 싶어하
려는 듯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17,19, 12:47, 5:22, 계시록 21:21, 22;2, 
다니엘 9:25, 누가복음 14:21, 이사야 59:14, 51:20, 예레미야 9:21, 
에스겔 26:11, 나흠 2:4, 스가랴 8:4,5.
3절.  “그가 그들에게 간청했다”란 이 시험을 이겨낸 뒤 오는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로 돌아섰다”란 거처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왔다”란 선 안에서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식탁을 베풀었다”란 함께 거주함을 의미한다. “누룩 안 
든 (빵)을 구웠다”란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먹었다”
란 내것으로 삼음(appropriat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6:8, 이사야 25:6, 레위기 2:11, 출애굽기 
23:18, 34:25, 12;15,18-20, 13:6,7, 23:15, 34:18, 신명기 16:3,4, 
출애굽기 12:8-10, 민수기 6;19, 레위기 6:16,17, 요한복음 3:16, 
3;36, 6:29,40, 8:24, 11:25,26, 1:12,13, 15:5,6,9,12.
4절.  “그들이 막 누우려 할 때”란 방문의 첫 기간을 의미한다. “도
성의 사람들”이란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소돔의 사람들”
이란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 집을 에워쌌다”란 그들이 
선행의 선에 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
기까지”란 최근에 저질러진 악과 거짓, 그리고 오래되어 굳혀진 악과 
거짓 양 쪽 모두의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외곽 지역으로부터 온 모
든 백성”이란 그들의 각각과 모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8:4,5, 예레미야 6:11, 51:21,22, 9;21, 요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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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
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은 어디 있
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도록 우
리 앞으로 데려와라.

6 그리고 롯은 문 쪽의 그들에게
로 나갔다,
7 그리고 자기 뒤에서 문을 잠궜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들
에게 바라건  내 형제여 악을 
행치 말라.

8 간절히 바라건 , 나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그들을 데려다 주
겠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들을 당
신들 눈에 좋을 로 행동하라.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행치말라. 그 이유는 그들은 내 
지붕의 그림자 밑에 오셨기 때문
이다.

9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뭐라

음 3:19-21, 7:7, 마태복음 25:41-43,45, 16:27. 
5절.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악으로부
터의 거짓이 선에 맞서 성을 돋굼을 의미한다. “너에게 온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을 부정함을 의
미한다. “오늘 밤”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와서 
우리로 그들을 알게 하라”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에게 신성한 인
간과 거룩한 진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것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3:5,6, 요한복음 11;9,10, 9:4, 누가복음 17:34.
6,7절.  “롯은 문 쪽의 그들에게로 나갔다”란 그는 신중하게 자신에
게 적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 뒤에서 문을 잠궜다”란 그들이 선행의 선에 폭력을 휘
두르지 않도록을 의미하고, 또한 주님이 신성한 인간이시오 그분의 
삶은 거룩한 진행임을 부정하지 않도록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
했다”란 간곡히 타이름을 의미한다. “당신들에게 바라건  내 형제여 
악을 행치 말라”란 말씀을 소유한 이들이 선행의 선에, 주님의 신성
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롯
이 소돔 사람을 “형제”라 부른 이유는 그가 그들을 타이른 것이 선으
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0:1-3,7,9, 이사야 41;6, 예레미야 23:35, 
시편 122:8, 신명기 15:2,3, 이사야 19;2, 예레미야 9;4, 이사야 
66;20, 신명기 15:7,11, 17:15,20, 18:15,18, 마태복음 23;8, 
5;22-24, 7:2-4, 18:15,21,35, 요한복음 20:17, 마태복음 25:40.
8절.  “간절히 바라건 , 나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을 가지고 있
다”란 선과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을 당신에게 데
려다 주겠다”란 이 애착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
신은 당신의 눈에 좋을 로 그들에게 행동하라”란 그것이 선으로부
터 이다 라고 그들이 지각하는 한도에서 있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행치 말라”란 그들은 주님의 신성
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내 지붕의 그림자 아래 오셨기 때문이다”란 이 
사람들, 즉 두 천사, 곧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은 선행의 
선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붕의 그림자”란 위 두 천사에 관한 희
미한 지각, 또는 위 두 천사에 관해 충 앎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7:22, 열왕기하 19:21, 예레미야 애가 2:13, 
미가 4:8, 스바냐 3:14, 스가랴 9:9, 마태복음 21:5, 요한복음 12:15, 
계시록 14:4,5. 
9절.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란 분노로부터의 응답을 의미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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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 자
는 떠돌다가 온 자, 그가 참으로 
재판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는 
그들 보다 더 너에게 피해를 주
어야겠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롯을 심하게 쳤다. 그리고 가까
이 다가서 문을 부수어 열고자 
하였다.

10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뻗쳤다, 그리고 롯을 집안으로 그
들에게로 가져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11. 그리고 집의 문에 있었던 사
람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
르기까지 그들은 눈이 멀어 버렸
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찾느라 
애썼다.

12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 누군가를 아
직 더 가지고 있느냐? 며느리, 그
리고 사위, 그리고 네 아들들, 그
리고 네 딸들, 그리고 네가 이 성 
안에서 데리고 있는 자는 누구든
지, 그들을 이곳으로부터 밖으로 
데려가라.

13 우리가 이곳을 멸할터인즉, 

라고”란 이 분노로부터의 위협을 의미한다. “떠돌다 온 자”란 또 다
른 교리와 또 다른 생활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 자가 우리
를 재판할 것인가?”란 그들이 우리를 가르칠 것인가?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 보다 너에게 피해를 주어야겠다”란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과 거룩한 진행 보다 선행의 선을 더 거절할 것임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쳤다”란 그들은 진리에 폭력을 제
공하고 싶어했음을 의미한다. “롯을 심하게...”란 그들은 아주 특히 
선행의 선에 폭력을 제공하고 싶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까이 다
가서 문을 부수어 열고자 하였다”란 그들은 진리와 선행의 선 모두
를 파괴하려고 노력까지 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43-48, 누가복음 6:27-36, 14:12-14, 마
태복음 7:22,23.
10절.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뻗쳤다”란 주님의 강력한 원조를 의미
한다. “그리고 롯을 집 안으로 그들에게로 가져왔다”란 주님은 선행
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을 닫았
다”란 또한 그분은 선행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심을 의미한다. 
11절.  “집의 문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합리적인 것들과 그로부터 파
생된 교리상의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선행의 
선에 폭력이 휘둘러진다. “그들은 눈이 멀어 버렸다”란 그들은 거짓
들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란 
세세한 것으로부터 포괄적인 것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문
을 찾느라 애썼다”란 그들은 선으로 인도하는 어떤 진리도 볼 수 없
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6:10, 59:9,10, 예레미야 애가 4:14, 스가랴 
12:4, 요한복음 9:30-41, 요한복음 12:40, 이사야 6:9-11, 29:18, 
43:8, 42:16, 42:6,7, 누가복음 14;21, 7:22, 이사야 35;5,6. 
12절.  “그리고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란 주님께서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훈계하심을 의미한다. “너는 아직 더 누군가를 여기에 
가지고 있느냐? 사위 그리고 네 아들들, 그리고 네 딸들, 네가 도성
에서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성 밖으로 데려가라”란 선
행의 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에 딸린 모든 것들은 
구원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악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구원될 것이다. “사위”란 선에 한 
애착과 연계된 진리들이다. “아들들”은 진리들이다. “딸들”은 선에 
한 애착과 진리에 한 애착이다. “네가 도성에서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란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다. “이 곳”
이란 악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13절.  “우리가 이 곳을 멸할 터인 즉”이란 악한 상태 안에서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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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들의 외침이 여호와 
앞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멸하기 위
해 우리를 보내셨다.
14 그리고 롯은 나가서 그의 딸
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의 사위에게 말했다, 그리고 말했
다, 일어나라, 너는 이곳을 나가
라,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 성
을 멸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는 농담하는 자로 그의 사위의 
눈에 있었다.
15 그리고 새벽이 일어날 때 천
사들이 롯에게 서두르라고 재촉
하여, 말하기를, 일어나라, 너는 
네 아내, 그리고 발견된 네 두 딸
을 데리고 가서, 이 성의 불법 안
에서 살라지지 않도록 하라.

16 그리고 그는 머뭇거렸다. 그
리고 사람들은 그의 손과, 그리고 
그의 아내의 손과,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손을 그에게 내린 여호
와의 관 하심 안에서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앞으로 이끌
었다, 그리고 그를 도성 밖에 내
놓았다.

17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였다, 이렇게 그는 말했다, 
네 목숨을 위해 달아나라, 네 뒤
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모든 
평지에는 머물지 말라. 산으로 달

가 자기를 멸망시킴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외침이 여호와 
앞에서 커졌기 때문이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단히 커졌기 때
문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란 그
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7:8, 3;17, 5;23, 15:26, 16:5,7.
14절.  “롯이 나갔다”란 선행의 선 안에 있는 이들, 또한 선행의 선 
자체를 의미한다. “그의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의 사위에게 
말했다”란 선에 한 애착이 인접해 있을 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라, 너는 이곳을 
나가라”란 그들은 악한 상태에 남아 있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멸망이 꼭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위의 눈에 농담하는 자로 
있었다”란 웃음거리를 의미한다.
15절.  “새벽이 일어날 때”란 주님의 왕국이 접근되고 있을 때를 의
미한다.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란 주님께서는 그들을 
악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선 가운데 보존하심을 의미한다. “말
하기를, 일어나, 네 아내, 그리고 발견된 네 두 딸을 데리고 가라“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과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발견함'
은 그들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너는 이 성의 
불법 안에서 살라지지 않도록 하라”란 그들은 거짓으로부터의 악에 
의해 멸해지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5;32, 호세아 6:2,3, 사무엘하 23:4, 요엘 
2;1,2, 다니엘 8:13,14,26, 스바냐 3:5, 출애굽기 27:21, 본장 23,24, 
시편 101:8, 예레미야 20:16.
16절.  “그리고 그는 머뭇거렸다”란 악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반

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그에게 내린 여호와의 관 하심 안에서 붙잡았다”란 
주님은 그들에게 악으로부터 오는 것을 강력히 허락하지 않으셨는 
바, 그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들”로 의미되는 선과 진
리들을 굳세지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내린 여호와의 관 하
심 안에서”란 은총과 자비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를 도성 밖에 내놓았다”란 그런 다음 롯
으로 표현된 이들에게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가 더 힘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17절.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였다”란 그들이 악과 거
짓으로부터 제지되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는 말했
다, 네 목숨을 위해 달아나라”란 그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각
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네 뒤를 돌아보지 말라”란 그는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아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모든 평지에 머물지 말라”란 



창세기 19 - 117 -
아나라, 네가 불살라지지 않도록.

18 그리고 롯이 그들에게 말했
다, 내 주여 아닙니다, 
19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
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신은 자비를 크게 만드셔서 당신
께서는 제 혼이 살아 있게 만들
고저 저와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이 저를 쪼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죽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
다.
20 간절히 바라옵기로, 이 성은 
저쪽으로 도망하기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제
가 저쪽으로 달아나게 해주십시
오- 그것은 작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혼은 살 것입니다.

21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했
다, 보라, 나는 너의 얼굴을 열납
해왔는 바 이 말에 관련해서도 
또한 그러해서, 나는 네가 말한 
이 성은 뒤엎지 않겠다.
22 너는 서둘러라, 저쪽으로 달
아나라, 그 이유는 나는 네가 저
쪽에 당도할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그는 이런 저런 교리적인 문제들의 어떤 것 안에서 지체해서는 안됨
을 의미한다. “산으로 달아나라”란 사랑에로, 그리고 선행에로를 의
미한다. “네가 살라지지 않도록”이란 만일 그가 이와 다르게 행동한
다면 그는 멸망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8:8, 계시록 20:7-9.
18,19절.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아닙니다”란 그는 할 수 
없었다는 약함을 의미한다.
 “간절히 바라옵기로, 당신의 종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해 가
는 것입니다”란 진리에 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자신을 비하함을 의
미한다. “당신은 자비를 크게 만드셨다”란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일종의 자신을 비하함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제 혼을 살아있
게 만들고저 저와 함께 행동하셨읍니다”란 그분께서는 그를 구원하
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
읍니다”란 그가 선행의 선을 가질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의심함을 
의미한다. “악이 저를 쪼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죽지 않도록”
이란 의심에 이어지는 바는 그가 악 가운데 동시에 있게 되는 때가 
도래하고야 말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그는 살라지고 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20절.  “간절히 바라옵기로, 이 성은 저 쪽으로 도망하기에 가깝다”
란 그는 믿음의 진리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란 그가 가졌던 조금의 진리
로부터를 의미한다. “제가 저쪽으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요”란 진리의 
이 적은 양으로부터 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면 좋
겠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작은 것 아닙니까?”란 그는 진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제 영혼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란 뜻밖에도 그는 구원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1절.  “그분이 그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너의 얼굴을 열납해 왔는 
바 이 말에 관련해서도 또한 그러하다”란 진리 측면에서의 내면적인 
것들이 선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끌어낸다면 동의하겠음을 의미한다. 
“나는 네가 말한 이 성을 뒤엎지 않겠다”란 그러므로해서 그는 멸망
하지 않으리라 를 의미한다.
22절.  “너는 서둘러라, 저 쪽으로 달아나라,”란 그는 믿음의 진리 
안에, 그리고 믿음의 진리에 한 애착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그는 더는 발전할 수 없었기에, 즉, 선행의 참 선과 이 참 
선에 한 애착 안에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서이다. “그 이유는 나
는 네가 저 쪽에 당도할 때까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란 악한 자에 한 심판에 앞서, 진리에 한 애착 가운데 있던 이
들을 먼저 구원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성을 소알
이라 불렀다”란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창세기 19- 118 -
23 해가 땅 위로 솟구쳤다, 그리
고 롯은 소알에 왔다.

24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으
로부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
리게 하셨다. 

25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성들, 
그리고 모든 평지, 이 성들의 모
든 주민들, 그리고 지면의 생장물
을 뒤엎으셨다.

26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him)
의 뒤를 뒤돌아 쳐다보았다, 그리
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27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
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
었던 그곳으로 갔다.

28 그리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얼굴과 평야의 지면의 모든 얼굴
들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23절.  “해가 땅 위로 솟구쳤다”란 마지막 시기, 이는 마지막 심판이
라 불린다. “롯은 소알에 왔다”란 진리에 애착하는 이들은 구원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2:7,8, 이사야 13:10, 요엘 2:2,10, 마태복음 
24:29, 계시록 16:8,9, 신명기 4:19, 17:3,5, 예레미야 8:1,2, 43:13.
24절.  “여호와께서는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하셨다”
란 자아 사랑과 이 사랑에서 파생된 거짓의 지옥을 의미한다. “내림”
은 저주됨이다. “유황”은 자아 사랑의 지옥이다. “불”은 자아 사랑이 
빚어낸 거짓의 지옥이다. “여호와로부터 하늘에서”란 그들은 선으로
부터 자신을 분리했기 때문에 진리 측면에서의 질서의 법칙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6, 에스겔 13:11,13, 시편 105:32,33, 출애굽
기 9:23,24, 시편 11:6, 에스겔 38:22, 계시록 19:20, 20:10, 21:8, 
이사야 34;8,9, 30:33, 누가복음 17:29,30, 계시록 9:17,18, 에스겔 
38:22, 이사야 30:33, 시편 11:6, 18:8, 예레미야 21:12, 신명기 
32:22, 요한복음 14:9-11, 16:13-15.
25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성들을 뒤엎으셨다”란 그들이 오로지 
거짓들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진리가 분리되어
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평지”란 진리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 성들의 모든 주민들”이란 그들에게는 악밖에 남은 것
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선이 그들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지면의 생장물”이란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12, 25:29, 누가복음 8:18, 19:24-26, 마
가복음 4:24,25, 마태복음 13:30,39,40.
26절.  “그의 아내는 그의 뒤를 뒤돌아 쳐다보았다”란 진리가 그 자
신을 선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교리적인 것들을 쳐다보았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란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
이 황폐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7:31,32, 마태복음 24:15-17, 신명기 29:23, 
스바냐 2;9, 예레미야 17:5,6, 시편 107:33,34, 에스겔 47:11.
27-29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마지막 때에 관해 
주님이 생각하심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앞 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여호와와 화하셨던 주님을 명시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그 곳”이란 그분께서 지녀오셨던 생각과 지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장소”란 상태를 명시한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란 악과 거짓인 그들의 
내면의 상태에 관해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야의 지면의 모든 
얼굴”이란 거기로부터 파생된 모든 내면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 지면에서 마치 용광로의 연기 같이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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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았고 바라보았는데 마치 용
광로의 연기 같았다.
29 그리고 하느님께서 평지의 그 
성들을 멸하실 때가 당도하자, 하
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
다, 그리고 그분이 롯이 거주한 
그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
음의 와중에서 롯은 내어보냈다.

30 그리고 롯은 소알로부터 나와 
올라갔다, 그리고 산에 거주하였
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두 딸
도. 그 이유가 그는 소알에서 사
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그와 그의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31 그리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
다, 우리의 아버지는 늙고 모든 
땅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땅에 없다.

32 이러한바, 우리는 우리의 아
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자, 그
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드러눕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씨
를 되살리자.
33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그들
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니가 안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 함

았고 바라보았다”란 (“지면”인) 교회 내부에 (“용광로”인) 악의 상태
로부터 오는 (“연기”인) 거짓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평야의 모든 성들을 멸하실 때가 당도하였다”란 
그들이 “평지의 성”들인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통하여 멸해질 때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란 주님의 신성한 본
질이 주님의 인간 본질과 합일됨을 통하여 구원있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롯은 뒤엎어지는 와중에서 내보내졌다”란 선 가운데 있는 이들
은 구원됨, 그리고 선이 들어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 구원됨, 
여기서 “롯”으로 의미된 모든 이들은 구원됨을 의미한다. “그분이 그 
성들을 뒤엎으셨을 때”란 악들로부터 오는 거짓들 가운데 있었던 이
들이 멸망할 때를 의미한다. “롯이 거주했던”이란 비록 구원되어진 
그들이 위와 같은 거짓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를 의미한다.
30절.  “롯은 소알로부터 나와 올라갔다”란 그들이 진리에 한 애착
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에 거주하였
다”란 그 다음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선에 자신들을 의지하였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두 딸”이란 거기서부터 파생된 애착
들 역시 똑같게 행동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는 소알에서 사
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진리에 한 애착으로부터서 
더 이상 선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동
굴에서 살았다”란 거짓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이란 거기로부터 파생된 애착들, 즉 한 쪽으로는 선이고 한 쪽으
로는 거짓인 것들에서 파생된 애착들을 의미한다.
31-36절.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다”란 애착들을 의미함은 전과 같
다. 그 중에서 언니는 어떤 종류의 선에 한 애착을, 동생은 어떤 
종류의 거짓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우리 아버지는 늙고 땅에는 
남자가 없다”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함
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올...”이란 그들이 결합해야함을 의미한다. 
“모든 땅의 방식에 따라...”란 교리적인 것들에 따라를 의미한다. “땅”
은 교회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자”란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선을 포도주인 거짓들에 스며들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눕자”란 선에 거짓이 스며드는 방법으로 
그들은 결합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부
터 씨를 되살리자”란 이렇게 하여 또다른 교회 같은 것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다”란 그들
은 어떤 종류의 선에 거짓이 스며들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날 밤”이
란 모든 것들이 흐릿함 가운데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언니가 들어
갔다”란 어떤 종류의 선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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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누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드러누운 것, 일어나 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
34 이튿날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
다, 보라, 나는 어젯밤 나의 아버
지와 누웠다. 우리가 오늘 밤 역
시 그가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자, 
그리고 너는 들어가 그와 함께 
누워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
버지로부터 씨를 되살리자.

35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가 그날 밤 역시 포도주를 마시
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생은 일어
나 그와 함께 누웠다. 그리고 그
는 그녀가 누운 때와 일어나 나
간 때를 알지 못했다.

36 그리고 롯의 두 딸은 그들의 
아버지에 의해 임신되었다.

37 그리고 언니가 아들을 낳았
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다. 그는 오늘날 모압의 아버
지이다.
38 그리고 동생, 그녀 역시 아들
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 불렀다. 그는 오늘날 암
몬의 아들들의 아버지이다.

버지와 누웠다”란 이리하여 그들은 일치함을 가져다 놓았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 나간 때를 알지 못했다”란 
선에 한 이와 같은 종류는 그렇게 있었던 것 외에 달리는 알지 못
했음을 의미한다.
 “이튿날이 왔다”란 ...후에를 의미한다. “언니가 동생에게 말했다”란 
이와같은 선에 한 애착이 거짓을 설득했음을 의미한다. “보라, 나
는 어젯 밤 내 아버지와 누웠다”란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결합되어
졌음을 의미한다. “오늘 밤 역시 우리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
자”란 모든 것이 희미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선을 
거짓으로 물들였음을 의미한다. “너는 들어 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누워라”란 이러한 것들 또한 결합되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씨를 되살리자”란 이렇게 하여 교회 같은 것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그날 밤에도 마시게 만
들었다”란 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선을 거짓으로 
물들였음을 의미한다. “동생은 일어나서 그와 함께 누웠다”란 거짓에 

한 애착도 같은 방법, 즉 거짓이 진리 처럼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
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결합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누웠을 때, 일어나 나갔을 때를 알지 못했다”란 이와 같은 일
반적인 선은 원래 있던 것 외의 것을 달리는 알지 못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그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란 이로
부터 모압과 암몬의 아들로 의미되는 종교의 근원이 있었음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15-17,20,26,28,29, 23:2-5,7,8,11,12,14,16, 
이사야 23:17, 예레미야 3:1,2, 29:23, 14, 13:27, 호세아 4:11-14, 
9:1, 출애굽기 34:15,16, 레위기 20:5,6, 민수기 14:33, 15:39, 계시
록 17:1,2, 18:3, 19:2, 레위기 21:9.
37,38절.  “그리고 언니가 아들을 낳았다”란 선에 관련한 이 교회의 
종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다”란 이 종파
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는 오늘날 모압의 아버지이다”란 이것이 이
와같은 인물들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생 그녀 역시 아들을 낳았다”란 이 교회의 거짓화된 진리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
을 의미한다. “그는 오늘날 암몬의 아들들의 아버지이다”란 이것이 
이런 인물들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11:40,41, 신명기 2:8,9, 2:17-19, 예레미야 
48:1,9,28,30-32,36,46,47, 이사야 16;2-4,6,11,12,14,  
11:10,13,14, 시편 60:7-9, 108:8-10, 예레미야 48:2,11,38,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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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5:10, 에스겔 25:2-11, 스바냐 2:8-10, 시편 83:2-8, 신명기 
22:30, 23:1-3, 예레미야 48:21-26.

내적 의미 요약
  19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롯”은 선행, charity의 선 가운데 있기
는 하나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영적 왕국의 교회, the Spiritual 
Church를 묘사해 주고 있고,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강하는지를 다룬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상태이다. 그들은 선행의 선 안에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 안에 있음이 그분으로부터 확인되었다 
(1-3절). 그리고 구원되어진다 (12절). 두 번째 상태이다. 그들과 
더불어 악들이 선들에 맞서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악들을 억눌
렀고 주님에 의해 선 안에 보존된다 (14-16절). 그들의 나약함이 
묘사되고 있다 (17절). 그들은 구원되어진다 (19절). 세 번째 상태
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18-20절). 그리고 그들은 구원되어진다 (23절). 네 번째 
상태이다. 진리에 한 애착이 소멸된다, 이것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됨이다 (26절). 다섯째 상태이다. 불순한 선, 또는 거짓으로
부터의 선이 계승된다, 이것이 산의 동굴에 있는 롯이다 (30절). 여
섯째 상태이다. 불순한 선은 더욱 더 섞음질되고 왜곡되어간다 
(31-33절). 그리고 진리도 그렇게 되었다 (34,35절). 이로부터 어
떤 엇비슷한 선이 임신되고 출생한다. 이 선이 소위 “모압”이라 불리
고, 진리는 소위 “암몬의 아들”로 불리고 있다 (36-38절).
  더 나아가 내적 의미에서, “소돔의 거주민들”은 롯과 똑같은 교회 
안에 있되 선행의 선을 반 하는 이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
리고 어떻게 시간의 흐름 과정에서 악과 거짓이 그들 안에서 불어나
서 결국 그들이 지닌 것이 악과 거짓 밖에 없게 되는지에 관하여서 
이다.
  그들의 첫 상태이다. 그들은 선행의 선과, 주님에 반 되고 있다 
(4,5절). 그들의 두 번째 상태이다. 비록 그들에게 선행의 선에 관하
여,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이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 와지는 기쁨
에 관하여 알려진다 해도, 그들은 완강하게 자기들 말만 할 뿐 선을 
거절한다 (6-8절). 또한 그들은 선행 자체의 참 선을 파괴하려 골
몰하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신다 (9.10절). 세 번째 상태이다. 결
국 더욱 기울면 그들은 선과 진리를 보는 것, 더구나 진리가 선을 이
끄는 것 조차도 볼 수 없게 된다 (11절). 그들은 악과 거짓에 소유 
당해버렸다, 따라서 그들은 멸망 밖에 길이 없다 (13절). 네 번째 상
태이다. 그들의 파멸 (24절). 그리고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그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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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로부터 
남쪽의 지면으로 여행했다, 그리
고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주하
였다, 그리고 그는 그랄에 체류하
였다.

2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관해 말했다, 그녀는 내 
누이이다.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
렉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
려갔다.
3 그리고 하느님께서 밤에 꿈에
서 아비멜렉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셨다, 보라, 너는 네
가 데려간 여인 때문에 죽을 것
이다, 그 이유가 그녀는 남편과 
결혼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나라 역시 살해하시렵니까?

5 그는 스스로 그녀는 내 누이이
다 라고 말하지 않았읍니까?, 그
리고 그녀 자신 역시 그는 내 오
라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심

터 분리되어 진다 (25절).
  선한 자가 악한 자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선한 자가 주님의 인
간성이 신성으로 만드심을 통하여 구원되어 진다 (27-29절).

20
내적 의미 해설

1절.  “아브라함은 거기로부터 남쪽의 지면으로 여행했다”란 주님의 
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가 진보함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이 상
태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주했다”란 
특별한 그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가데스”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진행되는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이다. “수르”는 기억 속의 지식들
로부터 진행되는 외면의 진리에 한 애착이다.) “그리고 그랄에 체
류했다”란 거기로부터 믿음의 영적인 것들 안에서의 가르침을 의미
한다.
2절.  “아브라함이 말했다,”란 주님이 생각하심을 의미한다. “자기 아
내 사라에 관해”란 천적인 것과 결합된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녀
는 내 누이이다”란 합리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랄왕 아비
멜렉이 (사람을) 보냈다”란 믿음으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아비
멜렉”은 합리적인 것을 찾는 믿음으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
고 사라를 데려갔다”란 합리성에 의견을 구하고 싶어함을 의미한다.
3절.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셨다”란 주님께서 믿음의 교리에 
관하여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밤에 꿈에서”란 이 지각하심은 불명료
했었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말하셨다”란 이 지각으로부터 생각하심
을 의미한다. “보라, 너는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란 믿음으로부터
의 교리의 내용에 관해 합리성에 의견을 구한다면 그 교리는 공허하
고 무익할 뿐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녀는 남편과 결혼되어 있
기 때문이다”란 참된 믿음으로부터의 교리와 이 교리 안에 있는 것
들은 천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절.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란 믿음으로부터의 
교리 안에서 합리적인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
아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나라 역시 살해하시렵니까?”란 교리 속의 선과 진리가 소멸될지 그
렇지는 않을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13, 요한복음 12:40.
5절.  “그가 스스로 저에게...말하지 않았읍니까?”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무죄임을 증명함을 의미한다. “그녀는 내 누이이다”란 합리성에 
의견을 구해야 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 자신 역시 그는 내 오
라비이다 라고 말했읍니다”란 합리성 스스로 천적인 선은 천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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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곧바랐고, 이 일을 한 제 손
은 흠이 없습니다.

6 그리고 하느님께서 꿈에 그에
게 말하시기를, 그렇다, 나는 네
가 곧바른 심정에서 이 일을 했
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나
는 네가 나에게 죄짓지 않게 제
지하였다. 그런고로 나는 네가 그
녀를 건드리게 방치하지 않았다.
7 지금 남자의 아내로 복귀시켜
라. 그 이유는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살 것이
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녀를 원
래 지위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라,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도 
죽으리라.

8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
찍 일어나, 그의 모든 종들을 불
렀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이 모
든 말들을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
은 크게 두려워했다.

9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
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어

리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받아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심정은 
곧바르다”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순진과 단순한 선으로부터 이었
음을 의미한다. “이 일을 했던 제 손은 흠이 없읍니다”란 진리에 
한 애착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부터를 의미한다.
6절.  “하느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하셨다”란 덜 불명료한 지각을 의
미한다. “그렇다, 나는 네가 곧바른 심정에서 이 일을 했다고 알고 
있다”란 앞 절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순진과 단순한 선으로부터 그렇
게 생각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과오가 없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죄짓지 않게 제지하였다”란 피해가 결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고로 나는 네가 그녀를 건드리게 방치하지 않았다”란 
합리성이 의견을 전혀 내놓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6,7, 1:11-13.
7절.  “그리고 지금 남자의 아내로 복귀시켜라”란 그분께서는 합리성
으로부터 오염 시키는 일 없이 교리로부터 영적 진리를 제공하실 것
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이다”란 그러므로 
그분은 가르치시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
다”란 이리하여 밝히 알려짐(계시)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살리라”란 이리하여 교리는 생명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
리고 만일 네가 그녀를 원래 지위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면”이란 만일 
그분이 합리성으로부터 오염시킴 없이 교리로부터 영적 진리를 제공
하시지 않는다면을 의미한다. “너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
라”란 거기에는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는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
리고 네게 속한 모든 것”이란 그 교리에 소속되어 있는 일체의  것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4,14, 계시록 19:11,13,16, 신명기 
18:15,18, 요한복음 6:14, 누가복음 1:76, 요한복음 1:21-23, 마태
복음 7:22, 계시록 10:11, 11:2,3, 출애굽기 7:1, 요엘 2:28, 이사야 
29:10,11, 마태복음 24:11,24, 누가복음 3:21, 9:27,28.
8절.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명료한 지각, 그리고 천
적 선으로부터의 확증의 빛을 의미한다. “그의 모든 종들을 불렀다”
란 합리적인 것과 기억적 지식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들의 귀에 이러한 모든 말을 말했다”란 그들이 순종적인데도 불구하
고 그 확증을 도출한 것들을 간곡히 부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란 그들이 혐오스러워 할 때까지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6:10.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에게 말했다”란 믿음의 교리
로부터 주님께서 생각하심을 의미한다.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
냐? 그리고 어떤 점에서 내가 너에게 죄지었느냐?”란 그렇게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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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점에서 내가 너에게 죄를 지
었기에 너는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나에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

10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기
에 너는 이런 말을 했었느냐?
11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
는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아내라는 
말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
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더구나 진실로 그녀는 
나의 누이인데, 내 아버지의 딸이
기는 하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
니기에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다.

13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
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
시자,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행할 선함
이니, 우리가 당도하게 될 장소가 
어디이든 나에 관하여는 그는 내 
오라비이다 라고 말하라. 

14 그리고 아비멜렉은 양떼와 목
축,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데려왔
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사라를 그의 아내
로 복귀시켰다.

었음에 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너는 나와 내 왕국
에 큰 죄를 가져왔다”란 그러므로 믿음의 교리와 모든 교리적인 것
들은 위험함을 의미한다. “너는 나에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
란 소름이 끼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19,20, 에스겔 37:21,22, 이사야 19:2, 마
태복음 24:7.
10,11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란 믿음의 교리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심을 의미한다. “너는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런 말
을 했었느냐?”란 원인을 들여다 봄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말했다”란 답인 지각을 의미한다. “내가 이 곳에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란 거기에서 파
생된 생각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있었던 상태 안에서 영
적 진리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내 아내라는 말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란 만일 그들이 영적 진리 
만이 천적 선과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 속의 천적인 것 
역시 멸망될 것임을 의미한다.
12,13절.  “더구나 진실로 그녀는 내 누이이다”란 합리적 진리는 이
와같은 동족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내 아버지의 딸이긴 하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란 합리성은 천적 선을 아버지로 하여 임
신될 뿐 영적 진리를 어머니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
는 내 아내가 되었다”란 영적 진리가 합리성의 매체 능력에 의해 천
적인 것과 결합되어졌음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실 때가 왔었다”란 그
분이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의미된 것 즉 기억 속의 지식인 
것과 거기로부터 있는 외관, 이것들로 해서 있는 기쁨 모두를 떠나
셨을 때를 의미한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란 그 때의 생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행할 선함이다”란 그다음 그로부터 
그분은 이 위로를 가지실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당도하는 어느 
장소에서이건”이란 그분이 이 후에 합리적 진리에 관하여 결말을 내
리실 모든 것을 의미한다. “나에 관하여 그는 내 오라비이다”란 합리
적 진리는 천적 선에 인접해왔었다고 말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14절.  “아비멜렉이...가져왔다”란 믿음으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양떼와 목축”이란 합리적 선들과 자연적 선들로 풍요해졌음을 의미
한다. "남종과 여종"이란 합리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들에 한 애착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란 
주님에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사라를 그의 아내로 복귀시켰
다”란 신성한 영적인 것이 신성한 천적인 것에 인접해왔었을 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1,2, 24:1,2, 65:9, 요엘 2:28,29, 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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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했다, 
보라, 내 땅이 당신 앞에 있다. 
당신 눈에 좋은 곳에 가서 살라.
16 그리고 사라에게 그는 말했
다, 보라 나는 네 오라비에게 은 
천을 주었다. 이것은 너에게, 너
와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그리
고 모든 것과 함께 눈의 덮개이
다. 그리고 그녀는 정당함이 입증
되어졌다.

17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리고 그의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
리고 그들은 출산했다.

18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 집안
의 모든 자궁을 확실히 닫아 놓
으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말 때문이다.

19:17,18, 사무엘하 8:11,13,16-18.
15절.  “아비멜렉이 말했다,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란 사랑과 
선행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당신 눈에 좋은 곳에 
가서 살라”란 그분은 선이 있는 모든 것 안에 있으심을 의미한다.
16절.  “그리고 사라에게 그는 말했다”란 영적 진리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보라 나는 네 오라비에게 은 천을 주었다”란 천적 선에 
인접한 합리적 진리가 풍부함을 의미한다. “보라 그것은 너에게, 너
와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눈의 덮개이다”란 합리적 진리는 영적 진
리에게는 덮개 또는 옷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과 함께”란 
파생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녀는 정당함이 입증되어졌다”란 이리
하여 어떤 피해도, 과오도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0:5,6,,34:7, 신명기 5:9,10, 예레미야 
32:18, 시편 68:17, 91:7, 144:13, 90;4, 이사야 30:17, 신명기 
1:11, 여호수아 23:10, 출애굽기 26:31-34, 36:35,36, 26:36,37, 
36:37,38, 27:16,17, 38:18,19, 에스겔 27:7, 26:16, 
16:10,11,16,18, 이사야 3:1,6,7,17-24, 52:1,2, 59:6, 61:10, 계시
록 3:4,5, 16:15, 4:4,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7:25, 마태복음 
11:9, 창세기 49:11, 이사야 58:1-3, 마태복음 17:2, 누가복음 
9:29, 마가복음 9:3.
17절.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했다”란 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치료하셨다”란 선에 관련을 맺는 교리는 
건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란 진리에 관련하여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여종”이란 교리적인 것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출산했다”란 그들이 열매맺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상 2:5,6, 예레미야 15:9, 이사야 54:1, 시편 
29:9, 이사야 23:4,5, 66:7-9, 예레미야 30:6, 에스겔 30:16, 호세아 
9:11, 13:13, 계시록 12:1-5.
18절.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자궁을 확실히 닫으셨다”
란  교리의 메마름, 열매 없음을 의미한다. “사라에 관한 말 때문에”
란 만일 그 자신을 결합시켰더라면 합리성 때문에를 의미한다. “아브
라함의 아내”란 영적 진리는 천적 선과 결합되어야 마땅함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49:1,5, 44:2,24, 19:2,3,5-7,14, 30:1-3, 
31:1,3,8, 예레미야 2:13,14,17,18,31,36, 42:15-17, 에스겔 
29:6-9, 호세아 7:11-13, 12:1, 9:1,3,6,16,17, 이사야 
10:5,7,8,12,13,16, 에스겔 16:26,28, 23:3,5-21, 이사야 19:19-21, 
23-25, 27:13, 45:14, 스가랴 14:17,18, 미가 7:7,11,12, 에스겔 
29:13,14, 31:3-8, 이사야 23:17,18, 누가복음 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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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께서 
말하셨던 그 로 사라를 방문하
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
던 바 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 그리고 사라는 임신했고 하느
님께서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그 로 지정된 때, 그의 노령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3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

내적 의미 요약
  제 12장의 앞 목은 아브람이 이집트에 체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소년 시절 기억적 지식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신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제 20장에서 취급된 주제는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이 있었던 곳, 그랄에 체류한 것에 관해서이다. 여기서도 
제 12장 같이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되, 선행과 믿
음의 교리적인 것들에 관련된 가르침이다. 특히 여기서 취급되는 주
제는 선행과 믿음에 관한 교리이되 특별히 그것들의 근원 측면이다. 
즉 그것들은 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고, 합리성으로
부터가 아니다. 
  그분께서 처음 선행과 믿음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을 자신에게 가
르치셨을 때 그분이 있으셨던 주님의 상태가 취급되고 있다. 그 상
태 자체는 “가데스와 술”로 의미되고 있다. 믿음의 교리는 “그랄의 
아비멜렉 왕”으로 의미되고 있다 (1,2절). 처음에 그분은 조언을 합
리성에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2절). 아직은 조언을 구하
지 않으셨다 (3,4,8,9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이다 
(5,6,10-13절). 선행과 믿음의 교리는 천적인 근원으로부터 있는 영
적인 것이다 (7절). 그분은 그렇게 가르쳐졌다. 그리고 합리성에 속
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기억적인 지식들은 마치 덮개, 또는 
의복 처럼 그분을 섬긴다 (14-16절). 교리가 합리성으로부터 왔다
고 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18절). 

21
내적 의미 해설

1절.  “여호와께서...사라를 방문하셨다”란 신성한 영적인 것 안에 신
성한 천적인 것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말하셨던 그 로”란 
그분께서 지각하셨던 그 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라에
게 행하셨다”란 합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란 그분께서 생각하셨던 그 로를 의미한다.
2절.  그녀가 ”임신했고 낳았다“란 있었고 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았다”란 주님의 신성한 영적인 것과 그분의 
신성한 천적인 것이 하나로 묶임(unition)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아
들”은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의 노령에”란 날들이 다 차자 
그분은 인간을 벗으셨음을 의미한다. “지정된 때”란 합리성이 이렇게 
받아졌을 때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그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그
로”란 그분께서 뜻하셨었던 그 로 를 의미한다.
3절.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불렀다”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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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그의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
렀다.
4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팔 일 된 아들에게 하
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로 할례를 베풀었다.
5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백 
세된 아들이었다.

6 그리고 사라가 말했다, 하느님
께서 나를 위하여 웃음을 만드셨
다. 듣는 모든 이 각 자가 나와 
더불어 웃을 것이다.
7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누가 사
라가 아들에게 젖을 빨릴 것이라
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었을까? 왜
냐하면 내가 그의 노령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8 아이는 성장했다, 그리고 젖이 
떼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삭에게 젖을 떼이는 그 날에 큰 
잔치를 만들었다.

9 그리고 사라는 이집트 출신 하
갈의 아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리성의 품질이 신성임을 의미한다. “사라가 그에게 낳았다”란 합리성
은 신성한 영적인 것이 신성한 천적인 것과 하나가 됨으로부터 있었
고 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삭”이란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4절.  “아브라함이 이삭 그의 아들에게...할례를 베풀었다”란 합리성
이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팔 일 된 아들”이란 시작과 계속을 의미한
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로”란 신성한 질서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28.
5절.  “아브라함은 ...백 세 된 아들이었다”란 하나로 묶인 상태가 가
득했음을 의미한다. “이삭 그의 아들이 그에게 태어날 때”란 주님의 
합리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5:20, 마태복음 19:29, 마가복음 10:29,30, 누
가복음 6:38, 8:8, 마태복음 13:8,23, 마가복음 4:20,
6,7절.  “사라가 말했다”란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
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웃음을 만드셨다”란 천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듣는 모든 이 각자가 나와 더불어 웃을 것이다”란 
진리에 한 애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적 진리에 한 애착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란 생각을 의미한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
라가 아들에게 젖을 빨릴 것이라고 말했었을까?”란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신성에 인간을 심으셨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내
가 그의 노령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란 날들이 다 채워졌을 때 
이것이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8절.  “아이가 성장했다”란 주님의 합리성이 더욱 완전해지심을 의미
한다. “그리고 젖이 떼어졌다”란 오로지 인간적 합리성일 뿐인 것과
는 분리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만들었다”란 함
께 거주함과 합일을 의미한다. “그가 이삭에게 젖을 떼이는 그 날에”
란 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2:3,4, 마태복음 12:47-50, 마가복음 
3:32-35, 누가복음 8:20,21, 누가복음 11:27,28, 요한복음 
19:26,27, 마태복음 22:41-46, 마가복음 12:35-37, 누가복음 
20:42-44.
9절  “사라가...보았다”란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주님의 통찰력
을 의미한다. “이집트 출신 하갈의 아들”이란 오로지 인간적인 합리
성으로를 의미한다. “하갈 이집트 출신”이란 합리성을 어머니로 삼아 
태어나게 된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녀가 아브라함
에게 낳아 준...”이란 그것이 신성한 천적인 것을 아버지로 삼아 나왔
음을 의미한다. “조롱함”은 신성한 합리성을 좋아하지 않음, 또는 신
성한 합리성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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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하녀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이 하녀의 아
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눈에 깊은 낙담을 드리우게 했다. 
그의 아들 때문이다.
12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말하셨다, 어린 아이 때문
에, 네 하녀 때문에 네 눈에 낙담
을 드리우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한 모든 것, 그녀의 소리에 경청
을 해라. 그 이유가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네 씨라 불리울 것이
기 때문이다.
****************************
13 그리고 또한 나는 하녀의 아
들도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네 씨이기 때문
이다.
14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
찍 일어났다. 그리고 빵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갈에
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녀
의 어깨에 놓고, 그리고 어린 아
이와 그녀를 내보냈다, 그리고 그
녀는 나갔고, 브엘세바의 광야에
서 배회하였다.

10절.  “이 하녀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란 오로지 인간적 합리성
일 뿐인 모든 것들은 절멸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하녀의 아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이삭과 함께 상속받을 수 없기 때
문이다”란 오로지 인간적인 합리성은 진리 측면이든지, 또는 선의 측
면이든지 신성한 합리성 자체와 공통되는 생명을 가질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26, 1:4, 14:6, 11:25, 6:33, 계시록 21:7, 
마태복음 19:29, 25:34, 마가복음 10:17, 누가복음 18:18, 시편 
69:35,36, 이사야 57:13, 출애굽기 6:8, 마태복음 5:5.
11절.  “이 말이 아브라함의 눈에 깊은 낙담을 드리웠다”란 주님께서 
합리성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관해 처음으로 생각하셨을 때
의 그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아들 때문”이란 그분이 합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12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다”란 주님께서 신성으로부
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어린 아이 때문에, 네 하녀 때문에 네 눈
에 낙담을 드리우지 마라”란 그 합리성을 향한 상태가 바뀜을 의미
한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녀의 소리에 경청을 해라”란 
그분은 영적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삭
에게서 나는 씨라야 네 씨라 불리울 것이기 때문이다”란 주님의 신
성한 인간으로부터 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임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2,13.

************************************************
13절.  “나는 하녀의 아들도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란 믿음으로부
터의 선을 받게 되는 것이 영적 교회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가 
네 씨이기 때문이다”란 그들 역시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구원
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 복음 10:3,4,16.
14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신성으로부터 오는 주
님의 명료한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빵과 물 한 병을 가져왔다”란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갈에게 주었다”란 외면적 인간의 
생명 안에 심으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놓
았다”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란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를 내어 보냈다”란 그분은 그것
을 그들 고유의 자신 안에 놓아 두셨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것이
란 개혁되어 영적 인간이 되는 이들이 처음 지니는 상태, 즉 자신이 
선을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자신 고유의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
는 것을 말한다. 이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라고 말한다
면 그들은 그 말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심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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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물은 병으로부터 다 
소비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아이를 덤불 중 하나 아래에 내
던졌다.
16 그녀는 자신 스스로 아이로부
터 가서 그를 바라보고 스스로 
있었는데, 화살이 미치는 거리 만
큼 까지 물러 갔다. 그 이유가 그
녀는 나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
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마주보고 앉
았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
혀서 울었다.

1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느님
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
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마라, 그 이유가 하느님께
서는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18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네 손으로 그를 붙들어라. 
그 이유가 나는 그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여셨다, 그리고 그녀는 물 
있는 샘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서, 병을 물로 채웠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것이 자신들 외에 다른 어떤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더구나 내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럴 때에 개혁되는 모든 이들은 그는 고유의 자신 안에 주
님에 의해 남아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을 수단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녀는 나
갔고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배회하였다”란 믿음의 교리적인 것들에서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5절.  “물이 병으로부터 다 소비되었다”란 진리의 황량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아이를 덤불 중 하나 아래에 내던졌다”란 
지각되어진 선과 진리가 하나도 없는 자포자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욥기 30:3,4,6,7, 이사야 7:19.
16절.  “그녀는 아이로부터 가서 마주 보고 앉았다”란 생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화살이 미치는 거리 만큼 물러 감‘이란 이 상태가 진리의 
교리로부터 얼마나 먼가를 의미한다. (화살 거리는 진리의 교리이다) 
”그 이유가 그녀는 나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란 그러므로해서 멸망되고야 말 것이라는 슬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란 생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혀서 울었다“란 슬픔의 정도가 더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 예레미야 애가 2:4, 하박국 3:8,9, 창세기 
49:23,24, 계시록 6:2, 이사야 41:2, 66:19, 예레미야 4:29, 
50:14,29, 51:2,3, 스가랴 9:10, 사무엘하 1:17,18, 에스겔 39:8,9, 
예레미야 6:22,23, 50:41,42, 9:3, 40:35, 시편 46:9, 76:1-3.
17절.  “하느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란 그 당시 도움을 의미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다”란 위로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
느냐?”란 누군가의 상태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 “두려워 마라,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란 
도움이 올 것이다는 희망을 의미한다.

18절.  “일어나라”란 마음을 드높임을 의미한다. “아이를 일으켜라”란 
진리 측면의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손으로 그를 붙들어
라”란 거기로부터 지원받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는 그를 큰 나
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란 영적 교회를 의미한다.
19절.  “하느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셨다”란 총명을 의미한다. “그녀
는 물 있는 샘을 보았다”란 진리들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게 마시라고 주었다”란 영적인 것들을 가르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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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20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는 성장했
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거주했
다, 그리고 그는 활을 쏘는 사냥
꾼이 되었다.

21 그리고 그는 바란의 광야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로부터 아내를 데
려왔다.

****************************
22 그리고 그 때가 당도했는 바,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  장군 

  참조 성서. 마태복음 6:22,23, 누가복음 11:34, 5;29, 18:9, 13;16, 
10:23, 마가복음 8:17, 18, 누가복음 19:41,42, 마가복음 12:11, 창
세기 21:25, 26:15,18,19,20,21,22,25,32, 민수기 21:16-18, 예레미
야 14:3, 2:13, 이사야 41;17,18, 신명기 33:28, 요한복음 
4:5,6,7,10,13,14, 7:37,38, 계시록 7:17, 21:6, 이사야 12:3, 요엘 
3:18, 예레미야 31:8,9, 이사야 35:1-3, 5-7, 시편 104:10,11,13, 
창세기 49:22, 신명기 8:7, 11:11, 이사야 3:1, 21:14, 32:20, 
33:15,16, 48:21, 출애굽기 17:1-8, 민수기 20:11,13, 시편 
78:15,16, 107:33,35, 29:3, 46:4, 33:6,7, 시편 65:9, 77:16,17,19, 
이사야 55:1, 스가랴 14:8, 민수기 24:6,7, 에스겔 17:5,6, 19:10, 
31:4, 47:7,8,9,11, 예레미야 17:7,8, 시편 1:3, 계시록 22:1,2, 요한
복음 3:5.
20절.  “하느님께서 아이와 함께 계셨다”란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성장했다”란 증가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거주했다”란 상 적으로 볼 때 불명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란 영적 교회의 
사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10,11, 에스겔 34:25-27, 호세아 2:14,15, 
시편 65:12,13, 이사야 12:18-20, 시편 107:33,35, 이사야 
35:1,2,6, 58:11,12, 32:15,16, 예레미야 2:31, 2:2, 신명기 32;9,10, 
시편 107:4, 에스겔 20:35,36, 신명기 1:31, 8:2,3,15,16, 계시록 
12:6,14-16, 이사야 50:2,3, 64:10, 예레미야 4:26, 12:10-12, 요
엘 1:19,20, 이사야 14:17, 21:1,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3, 누가
복음 3:4, 요한복음 1:23, 이사야 40:3, 시편 88:9, 사사기 5:10,11, 
이사야 49:1-3, 시편 127:4, 하박국 3:11, 창세기 49:22,23, 예레미
야 9:3,8, 시편 64:4-6, 11:2, 91:4,5.
21절.  “그는 바란의 광야에서 거주했다”란 선함의 측면에서의 영적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광야”는 전과 같이 여기서도 상 적으로 
희미함이다. ‘바란“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계발이다. ”그리
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데려왔다“란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이집트로부터 아내를...“이란 영적 교회의 사람이 가진 기억적 지식
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바냐 3:6, 예레미야 2:6,15, 4:29, 33:10, 49:9, 이사
야 54:3, 65;9, 시편 69:36,37, 이사야 44:26, 하박국 3:2-4, 신명
기 33:2,3, 창세기 14:5,6, 민수기 10:11,12, 12:16, 13:1-3,26, 마
태복음 5:37.

*******************************************
22-32절.  “그 때가 당도하였다”란 주님의 합리성이 신성으로 만들
어졌던 때 주님이 계셨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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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솔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느님은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너와 함께 있다.

23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않
을 것임을 당신의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달라. 내가 당신에
게 했었던 친절함에 따라서 당신
은 나에게, 당신이 체류하는 토지
에게 베풀어라.
24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했다, 
맹세하리다.
25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의 종들이 강취한 물 있는 샘 때
문에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26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했다. 
나는 누가 이 말을 했었는지 모
른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말하지
도 않았고 나는 그 일에 해 들
은 적도 없으나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
27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떼와 목
축을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
었다, 그리고 그들 둘은 언약을 
세웠다.
28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놓았다.
29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에게 말했다, 당신이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이냐?
30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내 손으로 가
져다가 당신에게 주는 이유는 이
것이 내가 이 샘을 팟다는 증거
이기 때문이오.

고 그의 군  장군 비솔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란 믿음으로부터의 
교리에 인접해 있는 기억적 지식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합리적인 것
들은 본래 로라면 신성임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과 함께 한다”란 총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모든 것은 
신성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라”란 확언을 의
미한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되게 처신하지 않는다고...”란 의심함이 
없이를 의미한다. “내 아들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거짓되게 처신 않
고)”란 믿음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내가 당신에게 베푼 친절에 따
라서”란 주님께서 예비적으로 이 전에 훈육받으셨던 합리적인 것들
을 의미한다. “당신은 나에게와 당신이 체류하는 이 토지에 베풀라”
란 상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하리다”란 확언한 모든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란 주님께서 분노하심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져 간 물 있는 샘 때문이
다”란 기억적 지식은 믿음의 교리가 자신들로부터 근원된 것이기를 
바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했다”란 응답을 의미한다. “나는 누가 이 말
을 했는지 모른다”란 합리성이 뭔가 다른 것을 받아 쓰게 했음을 의
미한다. “네가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다”란 그것이 신성으로부터가 아
니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그 일에 관해 듣지 못했고, 오늘에야 들었
다”란 지금 처음으로 들추어 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떼와 목축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란 신성한 선들이 “아비멜렉”으로 의미된 교리 속의 합리적인 
것들 안에 심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언약을 세
웠다”란 그러므로 해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떼 중에서 일곱 어린 암양을 가려내었다”란 
순진은 거룩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려낸 이 일곱 
어린 암양은 무엇이냐?”란 그분은 훈육되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이유는 이 일곱 어린 암양을 당신이 내 손
에서 가져 갈 것이기 때문에”란 순진의 거룩함은 신성으로부터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란 확실함을 의미한
다. “내가 이 샘을 팟다는 것”이란 교리는 신성으로부터 이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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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러므로 그는 이곳을 브엘-
세바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맹세했기 때문이다.
32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
서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아비멜
렉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군  
장군 비솔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
들은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되
돌아 갔다.
33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에 작
은 숲을 심었다. 그리고 그는 거
기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다.

34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레셋 사
람의 토지에서 많은 날 동안 체
류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 불렀다”란 교리의 상태와 품질
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거기서 그들이 둘 다 맹세했기 때문이다”란 
결합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란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이 믿음의 교리에 인접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
리고 그의 군  장군 비솔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불레셋 사람
의 토지로 되돌아 갔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교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의미한다.
33절.  “그는 브엘-세바에 작은 숲(grove)을 심었다”란 지식과 품질
을 지닌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다”란 이 교리로부터의 예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2:8, 신명기 16:21,22, 출애굽기 34:13, 사사
기 3:7, 열왕기상 14:23, 열왕기하 17:9,10, 21:3,7, 18:4, 이사야 
57:5-7, 17:7,8, 미가 5:13,14, 에스겔 6:13, 창세기 21:30-32, 
26:32,33, 사사기 20:1, 사무엘상 3:20, 사무엘하 3:10, 17:11, 
24:2,7 24:15, 열왕기상 4:25, 마태복음 5:22, 18:19,20, 19:29, 
21:9, 23:39, 24:9,10, 요한복음 1:12, 3:18, 14:14,15, 15:16, 
16:23,24,26,27, 17:6, 17:11,12, 17:26, 20:31, 7:22,23.
34절.  “아브라함은 불레셋 사람의 토지에서 체류했다”란 주님은 인
간의 기억적 지식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믿음의 교리에 인접되
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제 21장의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the Lord's 
Divine Rational이 첫째로 취급되어진다. 이것이 “이삭”으로 표현되어
져 있다 (1-8절). 
  다음, 오로지 인간적인 합리성, 이것이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것이 “이집트 출신 하갈의 아들”이다. (9-12절).
  이 분리가 있어진 후, 영적 교회, the spiritual church 가 하갈의 
아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상태가 취급된다 (13-21절).
  그 자체 신성인 믿음의 교리에 인접된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에 관
하여서 이다 (22-끝절).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이 인접하여 함께 있는 이런 교리가 “브엘-
세바”이다 (14,31,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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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그리고 이 말들 이 후에 하느
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
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
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2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네 아
들,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이삭을 데려 오라, 그리고 너는 
모리아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리고 거기서 그를 내가 너에게 
말해 줄 산들 중의 하나에서 번
제로 바쳐라.

3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
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년 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을 데려 왔다. 그리고 그는 번제
를 위한 나무를 쪼갰다, 그리고 
일어 났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에게 말하신 장소로 갔다.

4 셋째 날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 장
소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다.

22
내적 의미 해설

1절.  “이 말들 이 후에...하게 되었다”란 방금 이것들이 성취된 후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란 주님의 가장 슬프
고 가장 심도 깊은 시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아 라
고 말하셨다”란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란 생각하심과 숙고하심을 
의미한다.
2절.  “그분은 말하셨다, 네 아들을 데려오라”란 그분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네 유일한 자, 네가 사랑하는 자”란 그
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수단인 우주에 있는 오직 한 분을 
의미한다. “이삭”은 합리성의 품질을 의미한다. 즉 이는 진리로부터
의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인간성에 관련
되는 신성한 결혼이다. “너는 ...모리아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란 시
험되는 장소와 상태를 의미한다. “그를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란 그
분은 자신을 신성에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들 중의 하나”
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 줄...”이란 그분께서 
지각하신 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역 기하 3:1, 역 기상 21:16-28, 사무엘하 
24:16-25, 시편 43:3,4, 요한복음 2:19,21.
3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평화롭고 순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란 그분이 준
비한 자연적 인간을 의미한다. “그의 소년 둘을 데려왔다”란 그분이 
인접하셨던 이전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란 그분 자신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번
제를 위해 나무를 쪼갰다”란 정의의 공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
났다”란 승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신 장소
로 갔다”란 그 당시 지각에 따른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6,7, 창세기 49:14, 스가랴 14:12,15, 이사
야 32:20, 창세기 49:11, 사사기 5:9,10, 10:3,4, 12:14, 열왕기상 
1:33,38,44,45, 사무엘하 13:29, 스가랴 9:9,10, 마태복음 
21:1,2,4,5,7, 요한복음 12:12-16, 마가복음 11:1-12, 누가복음 
19:28-41, 출애굽기 21:33,34, 23:4,5, 신명기 22:1,3, 22:4, 
22:10,11, 23:12.
4절.  “셋째 날에”란 완성됨, 그리고 신성하게 하심의 시작을 의미한
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고 보았다”란 생각하심과 신성
으로부터 바라보심을 의미한다. “저 멀리 있는 장소”란 그분께서 내
다 보셨던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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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소년
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
와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나와 
이 소년은 저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배할 것이다, 그
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마.

6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용 나
무를 가져 왔다, 그리고 그의 아
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
리고 그들은 그들 모두 함께 갔
다.

7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
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여

  참조 성서. 호세아 6:1,2, 마태복음 12:40, 요한복음 2:19-21, 마
태복음 26:61, 마가복음 14:58, 15:29, 누가복음 13:32, 출애굽기 
19:10,11,15,16, 민수기 10:33, 출애굽기 10:22,23, 레위기 
7:16-18, 19:6,7, 민수기 19:12,13,19, 31:19, 레위기 19:23, 신명
기 14:28,29, 24:12, 출애굽기 23:14,17, 신명기 16:16, 여호수아 
1:11, 3:2, 사무엘상 3:8, 20:5,12,19,20,35,36,41, 사무엘하 
24:12,13, 21:1, 열왕기상 17:21, 18:34, 열왕기하 1:13, 19:29, 다
니엘 6:11,14, 10:2,3, 이사야 20:3, 출애굽기 25:32,33, 28:17-19, 
에스겔 40:10,21,48, 48:31-34, 계시록 21:13, 마태복음 26:34,69, 
요한복음 21:17, 누가복음 20;12, 마가복음 12:2,4-6, 마태복음 
20:1-17, 누가복음 13:6,7, 민수기 15:6,7, 에스겔 46:14, 5:1,2,11, 
스가랴 13:8,9, 계시록 8:7-12, 9:15,18, 12:4.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소년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
께 머물러라”란 그 당시 자연적인 것과 함께 한 이전의 합리성이 분
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와 이 소년은 저 쪽으로 갈 것이다”란 
신성한 합리성이 진리의 상태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심도 깊은 시험
에서의 전투를 위해 준비됨을 의미한다. “소년”은 이전 상태에 있는 
신성한 합리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배드릴 것이다”란 복종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란 그 후에 결합함을 의미
한다.
6절.  “아브라함은 번제용 나무를 가져왔다”란 정의의 공적을 의미한
다. “이삭에게 지웠다”란 정의의 공적이 신성한 합리성에 인접되어졌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란 사랑으
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들 모두 함께 갔다”란 가능한한 하나로 묶임(unit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5:3,4, 149:5,6, 이사야 49:1,2, 31:8, 스가랴 
9:12-14, 계시록 1:13,16, 2:12,16, 19:15,21, 마태복음 10:34, 누
가복음 22:36-38, 호세아 2:18, 여호수아 5:13,14, 5:2,3, 이사야 
51:19,20, 65:12, 66:16, 예레미야 12:12,13, 5;12,13, 11:22, 
14:12,13, 32:24,36, 24:10, 에스겔 5:1,2,12,17, 7:15, 
21:3-5,8-10,28,29, 26:9-11, 시편 7:12, 예레미야 4:10, 46:14, 
50:35-38, 예레미야 애가 5:6,8,9, 호세아 11:5,6, 아모스 4:10, 시
편 57:4, 59:7, 이사야 14:19, 예레미야 2:30,31, 6:25,26, 
25:15,16,27, 46:9,10, 에스겔 16:39,40, 스가랴 11:17, 호세아 
7:15,16, 누가복음 21:23,24, 이사야 27:1, 열왕기상 18:28.
7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
다, 나의 아버지여,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란 사랑으로부터 주님께서 협의하심, 또는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
과 협의함을 의미한다. 신성한 진리는 “아들”이고, 신성한 선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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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
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에 있습니까?

8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했다, 하
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할 어
린 양을 보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들은 그들 모두 함께 
더 갔다.
9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
기에게 말했던 곳으로 왔다. 그리
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지
었다, 그리고 장작을 질서있게 쌓
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다, 그리고 그를 장작 더미 
위에 놓았다.

10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내 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집었다.

11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하늘로부터 불렀다, 그리고 말했
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기 제가 있나이
다.
12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손을 
소년 위에 내 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도 행치 말라. 그 
이유가 지금 나는 네가 하느님을 
경외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

지”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불과 나무는 있읍니다”란 사랑
과 올바름이 현재 있음을 의미한다.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
니까?”란 신성해지게 될 인류 속의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10,11, 10:36,38, 17:9,10,21, 13:31,32, 
17:1, 14:20, 17:21-23,26, 17:5,24, 1:1-3,14, 3:13, 6:62.
8절.  “아브라함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보실 것이
다”란 응답, 즉 신성한 인간이 신에게 바쳐져야 하는 것들을 미리 준
비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모두 함께 더 갔다”란 
하나로 묶여짐이 가능한한 한층 더 착됨을 의미한다.
9절.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장소에 왔다”란 그 당시 신
성한 진리로부터의 지각에 따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
은 거기에 제단을 지었다”란 주님의 인간적 신성(Lord's human 
Divine)을 준비시키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작을 질서있게 쌓았다”
란 인간적 신성(human Divine)에 인접되어졌던 정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다”란 신성한 합리성이 진리 측면에서 
시험의 마지막 수준을 수행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제
단 위 나무 위에 놓았다”란 정의가 속해 있는 인간적 신성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0:18,19, 26:4,5, 마가복음 8:31, 9:12,31, 
10:33,34, 14:41, 누가복음 9:22,44, 18:31-33, 24:6,7, 마태복음 
13:37,41,42, 요한복음 12:34,35, 마태복음 4:6,7, 누가복음 4:9-12, 
요한복음 13:31,32.
10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 었다”란 권능의 최 한도에까지의 
시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칼을 집었다”란 진리 측면에서를 의미한다.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란 오로지 인간성으로부터서만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죽여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21-23, 요한복음 10:18, 누가복음 24:26.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하늘로부터 불렀다”란 그 당시 신성 
자체로부터의 위로(consolation)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아브라
함, 아브라함,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기 제가 있나이다”란 시험 후 
합리성 속의 신성한 선 안에서 위로를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12절.  “그는 말했다, 네 손을 소년 위에 내 지 말라”란 그분의 합
리성에 속해 있는 지상의 신성한 진리(the Truth Divine)에는 더 이
상 시험이 없음을 인정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도 
행치 말라”란 해방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지금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영광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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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너는 나로부터 얻은 네 유일
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
다.

13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뒤쪽에 그의 뿔로 인해 덤불에 
잡혀 있는 수양을 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다, 그리고 수양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신 
수양을 번제로 바쳤다.

14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시리라
(Jehovah-will-see)라고 불렀다. 
오늘날 까지도 산에서 여호와께
서 보시리라고 말해지고 있다.

(glorific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로부터 얻은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란 마지막 시험을 수단으로 인성이 신성과 하나로 묶
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하 17:7,8,24,25,28,32,33,35-37,41, 이사야 
29:13, 누가복음 18:2, 출애굽기 20:19,20, 신명기 5:25,27-29, 
28:58-60, 예레미야 2:19, 누가복음 12:4,5, 마태복음 10:28, 신명
기 17:18,19, 사무엘상 12:13,4, 여호수아 24:14, 예레미야 
32:38-40, 이사야 25:3, 시편 25:12, 128:1, 22:23, 신명기 
10:12,13, 계시록 14:6,7, 누가복음 5:24-26, 말라기 2:5,6, 이사야 
11:1-3, 시편 19:8,9, 33;18, 115:12,13, 이사야 33:6, 50:10 
43:1,5, 44:8, 누가복음 1:73,74, 12:32, 마가복음 5:36, 누가복음 
8:49,50, 마가복음 4:40, 누가복음 12:7.
13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란 주님의 생
각과 신성으로부터의 정신적인 전망(view)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
양을 보았다”란 주님의 왕국에 있는 인류로부터의 영적인 것을 의미
한다. (참조. 주님의 나라는 두 왕국과 세 천국들로 되어 있다) “뒤
에, 덤불에 잡혀 있었다”란 자연적인 지식에 뒤엉켜 있음을 의미한
다. “그의 뿔에 의해”란 믿음으로부터 진리 측면에서의 모든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갔다, 그리고 수양을 잡았다”란 주님
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영적 왕국이 해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 아들 신 번제로 수양을 드렸다”란 영적 왕국의 것들이 신성하
게 되고 양자(adoption)로 삼으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상 15:22, 시편 114:1-끝까지, 신명기 
32:13,14, 시편 66:15, 에스겔 27:21, 이사야 60:7, 에스겔 31:3, 
31:10,12, 31:14, 19:11, 6:13, 20:28, 이사야 9:18,10,34, 예레미야 
4:6,7, 시편 89:17,18, 24:25, 18:1,2, 사무엘하 22:2,3, 시편 
132:17,18, 사무엘상 2:1,10, 신명기 33:17, 시편 92:10, 22:21, 예
레미야 애가 2:3, 에스겔 29:21, 하박국 3:3,4, 계시록 5:6, 출애굽기 
27:2, 38:2, 계시록9;13, 아모스 3:14, 6:13, 에스겔 34:21, 예레미
야 애가 2:17, 예레미야 48:25, 시편 75:4,5,10, 다니엘 
7:7,8,11,19-26, 8:1-끝까지, 계시록 12:3,4, 13:1,2,7,11, 
17:3,5,7,9,12,13, 요한복음 15:5.
14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장소의 이름을...불렀다”란 주님의 신
성한 인간으로부터 그들의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여호와가 보시
리라”란 주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까지도...말해진다”란 영구
적인 것을 의미한다.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시리라”란 그들이 구원되
도록 주님께서 설비해두신 수단이 선행(charity)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2:7, 119:89-91, 예레미야 1:5,10,18, 신명기 
29:10,12-14, 출애굽기 16:4,19,20,23.



창세기 22 - 137 -
15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16 그리고 말했다, 나 스스로 맹
세하며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그 
이유는 네가 이 일을 했고 네 유
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
이다.

17 나는 너를 확실히 복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를 극히 번
성하게 할 것인 바, 마치 하늘의 
별들 만큼 같이, 해변의 모래 만
큼 같으리라. 그리고 네 씨는 네 
적들의 문을 상속받을 것이다.

18 그리고 네 씨 안에서 땅의 모
든 나라들이 복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내 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소년
들에게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들
은 일어났다. 그리고 브엘-세바
로 함께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20 이 말들 이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해왔다. 보라 가, 그

15,16절.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하늘로부터 불렀다”
란 신성으로부터 주님의 더 큰 위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나 스스로 맹세하며, 여호와께서 말하신다”란 신성
으로부터의 취소할 수 없는 확증을 의미한다. “네가 이 일을 했기 때
문에”란 어떤 것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유일한 아들
을 숨겨 두려 하지 않았다”란 최 한도의 시험을 수단으로 인성이 
신성과 하나로 묶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05:8,9, 110:4, 89:3,4,34,35, 132:11,12, 이사야 
54:9, 14:24, 62:8, 예레미야 44:26, 49:13, 51:14, 아모스 4:2, 8:7, 
신명기 11:9,21, 이사야 45:23, 신명기 6:13,14, 10:20, 65:16, 예레
미야 4:1,2, 12:16, 이사야 48:1, 19:18, 여호수아 9:18,19, 마태복
음 5:33-37.
17절.  “나는 너를 확실히 복 있게 할 것이다”란 진리에 한 애착으
로부터 열매 맺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극히 번성하게 할 것이
다”란 진리에의 애착으로부터 진리들이 파생됨을 의미한다. “네 씨”
란 믿음의 선 가운데 있어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구원되는 영
적 인간을 의미한다. “하늘의 별들 같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배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란 선과 진리에 관
한 지식이 배가됨에 부응하여 있는 기억적 지식의 배가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네 씨는 네 적들의 문을 상속받을 것이다”란 선행과 믿
음은 이전에 악과 거짓이 있었던 곳에 올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37,38, 창세기 24:60, 이사야 14:30,31, 
24:10-13, 예레미야 애가 1:4,5, 2:8,9,16, 신명기 28:49,52,53, 나
흠 3:13,14, 사사기 5:5:6-8, 시편 69:12, 에스겔 8:6, 14:15, 시편 
127:3-5, 이사야 28:5-7, 29:20,21, 22:6-8, 예레미야 14:2,3, 예
레미야 애가 5:14, 26:1,2, 45:1,2, 60:10,11,18, 62:10-12, 마가복
음 2:13, 시편 24:7-10, 147:12,13, 마태복음 7:12-14, 누가복음 
13:23,24.
18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있을 것이다”란 선 가운
데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네가 내 소리를 
경청했기 때문이다”란 그분의 인간 본질이 그분의 신성한 본질과의 
합일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19절.  “아브라함은 그의 소년들에게 되돌아 갔다”란 그분의 이전의 
합리성과 다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났다”란 더 
큰 등차에서 승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함께 갔다”란 
믿음과 선행의 교리가 발전됨, 즉 신성인 믿음과 선행에 인간의 합
리적인 것들이 인접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
세바에 거주했다”란 주님이 이 교리 자체이심을 의미한다.
20,21,22,23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다”란 주님께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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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를 낳아주었다.
21 그의 첫 출생은 우즈, 그의 
형제는 브스와 아람의 아비 그므
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
랍과 브드엘이다.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람의 형
제 나홀의 처 가의 소생이며 
브드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24 그리고 그의 소실, 그 이름은 
르우마였다. 그녀 역시 데바, 그
리고 가합, 그리고 다하스, 그리
고 마아가를 낳았다.

23

1 그리고 사라의 생명들은 일백 
이십 칠 년, 사라의 생명들의 햇
수이었다.

각하심을 의미한다. “보라, 가, 그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
녀를 낳아주었다”란 선으로부터 형제애 가운데 있는 교리로부터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즈는 첫 출생, 그리고 브스는 그의 형제, 그리고 아람의 아비 그
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드엘,”이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이 여덟 사람은 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란 
구원되어지는 두 번째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24절.  “그의 소실의 이름은 르우마였다”란 선 가운데 있고 우상적인 
예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그녀 역시 데바, 가합, 다하
스, 마아가를 낳았다”란 그들의 각양각색의 종교들을 의미한다. 이들
은 구원되어지는 영적 인간의 세 번째 계층이다.

내적 의미 요약
  제 22장은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가장 비통하시고 가장 깊은 시
험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 시험을 수단으로 해서 그분은 그분의 
인간 본질을 그분의 신성 본질에 하나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됨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의 영적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을 구원
하신다.
  1,3,4,5,6,9,10,11절은 주님의 가장 비통하시고 가장 깊은 시험들
을 다루고 있다. 이 시험을 수단으로, 그분의 인간 본질이 그분의 신
성 본질과 하나되심, 또는 그분의 영광되심에 관하여 (2,11,12,16).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수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선행과 믿음을 지
닌 이들, 즉 영적인 이들의 구원에 관하여 
(2,7,8,13,14,15,16,17,18,19절). 그리고 교회 밖에 있되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의 구원에 관하여 (20,21,22,23,24절).

23
내적 의미 해설

1절. “사라의 생명들은...이었다”란 선행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the truths Divine)에 관련되어 있는 교회의 시간과 상태들을 의미
한다. “일백 이십 칠 년”이란 이 시간과 상태들이 충만되었음을 의미
한다. “사라의 생명들의 햇수”란 신성으로부터의 어떤 진리가 지상에 
남아 있었는 동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27, 15:5, 이사야 61:1-2. 63:4, 34:8, 예



창세기 23 - 139 -

2 그리고 사라는 가나안의 땅 헤
브론과 같은 곳인 기럇아르바에
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
라를 위해 애통했다, 그리고 그녀
를 위해 슬피 울었다.
3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죽은 
자의 얼굴 위로부터 일어났다, 그
리고 헷의 아들에게 말했다.
4 나는 나그네이고, 당신들과 더
불어 살고 있다.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있는 무덤을 소유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나는 내 앞으로부터 
내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이다.

5 그리고 헷의 아들이 아브라함
에게 답했다,
6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여 들어 보시오, 당신은 우리 가
운데 있는 하느님의 왕자이다, 우
리의 무덤 중에서 선택하여 당신
의 죽은 자를 매장하라. 우리 중
의 누구도 당신의 죽은 자를 자
기 무덤에 매장한다고 당신을 저
지하려 드는 자는 없을 것이다.

7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어났다, 

레미야 11:23, 48:44, 에스겔 38;8 이사야 21:16, 에스겔 22:4, 이
사야 16;14, 23:15-17, 예레미야 25:11-12, 29:10, 말라기 
3:1-2,4, 시편 77:5, 신명기 32:7-8, 하박국 3:2-3, 시편 
102:24,27-28, 61:6-7.
2절.  “사라가 죽었다”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되는 바 (교회
의) 밤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땅에 있는 헤브론과 같은 곳인 기럈아
르바에서”란 교회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애통했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슬피 울었다”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상태를 의미한다.
3절.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란 승강(elevation)을 의미한다. “그의 
죽은 자의 얼굴 위로부터”란 그 밤(night)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헷
의 아들에게 말했다”란 새로운 영적 교회가 되었던 이들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4절.  “나는 나그네이고 당신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란 그들의 첫 상
태 즉 비록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있는 무덤을 
소유하게 해달라”란 그들은 거듭나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앞으로부터 내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이다”란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밤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시고 공표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7:12-14.
5,6절.  “헷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답했다, 그에게 말하기를...”이
란 새로운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의 상호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들어보시오(hear)”란 수용함을 의미한다,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
운데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란 선과 진리에 관련해 말해지는 주님
이 새로운 교회 속의 사람들과 더불어 신성하심을 의미한다. “우리 
무덤 중에서 고르시오”란 거듭남에 관련해서 있는 선한 쾌락들을 의
미한다.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라”란 그와 같이 그들은 밤으로부
터 공표되고 생명에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중의 누구
도 자기 무덤에 매장한다고 당신을 제지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다”란 
그들은 거듭남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죽은 
자를 묻는 것...”이란 그들이 밤으로부터 출시되어 일어나도록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7-8, 19:4, 말라기 3:1, 이사야 6:1,3,5,8, 
40;9-11, 신명기 10:17, 시편 136:1-3, 마가복음 12:29-30, 신명
기 6:4-5, 계시록 4:2,6,8, 이사야 6:1,3,5,8, 누가복음 1:11, 
1:16,32,46-47,68, 누가복음 2:9, 마태복음 21;9, 23:39, 누가복음 
13:35, 요한복음 12:13, 13:13-14,16, 누가복음 2:11.
7,8절.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그리고 절했다”란 정성어린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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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헷의 
아들들에게 절했다.
8 그리고 그는 그들과 말했다, 말
하기를, 만일 내가 내 앞으로부터 
내 죽은 자를 묻으라는 것이 당
신들의 혼과 함께 있다면, 나에게 
들어보라, 그리고 나를 소알의 아
들 에브론에게 중재하라.

9 그가 가지고 있고, 그의 밭의 
끝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줄 수 
있게 하시오. 나는 그에게 당신들
의 사이에서, 동굴을 소유하기 위
해 은을 충분히 주리다.
10 그리고 에브론은 헷의 아들 
사이에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헷
족, 에브론은 헷족의 아들들, 성
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의 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11 아니오, 나의 주여, 나에게 귀
를 기울여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이 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
에 있는 동굴을 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백성의 아들들의 눈
들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시오.
12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절을 했다.
13 그리고 그는 그 땅의 백성들
의 귀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때문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의미한다. “그 땅의 사람들에게, 헷의 아
들들에게”란 새로운 영적 교회 속에 있게 되는 이들에 의해서 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말했다”란 그들에 관한 생각과 지각을 의미한
다. “만일...당신들의 혼과 함께 있다면...”이란 만일 심정으로부터 있
는 진리에 한 애착으로부터 이라면 을 의미한다. “...내가 내 앞으
로부터 내 죽은 자를 매장하도록...”이란 밤으로부터 출시되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음을 의미한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란 그들이 승
낙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를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중재하라”란 
믿음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은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2:19-20, 39:11-13, 45:16,22, 46:3,9, 신명
기 6:5, 10:12, 11:13, 26:16, 열왕기상 2:4, 마태복음 22:37, 마가
복음 12:29,30, 사무엘상 2:35, 예레미야 32:41, 이사야 26:9, 32:6, 
예레미야 31:12,25, 예레미야 애가 1:11, 16,19.
9절.  “그가 가진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이란 그들이 가지
고 있는 희미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의 밭의 끝에 있는...”이란 교회
가 거의 없는 곳을 의미한다. “은을 충분히...”란 진리를 수단으로 구
속됨(redemption)을 의미한다. “동굴의 소유를 위해 그가 그 동굴을 
나에게 주게 하라”란 그러므로 (구원, 또는 천국을) 소유함은 거듭남
을 통하여 임을 의미한다.
10절.  “에브론은 헷의 아들들의 사이에서 앉아 있었다”란 믿음으로
부터의 선과 진리를 제일 가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는 이들을 의미
한다. “그리고 헷족 에브론이...아브라함에게 답했다”란 수용하는 
그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헷의 아들들의 귀에”란 순종을 의미한다. 
“그의 성 문 안에로 갔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이란 믿음이 있음
을 통한 교리적인 것들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8:16, 아모스 5:15.
11절.  “아니오, 나의 주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오”란 앞 절에
서 서술했듯이 첫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이 밭을 나는 당신에게 드
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굴을 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란 교
회 속에 있는 것들과 믿음 속의 것들에 관련하여 스스로 준비함을 
의미한다. “내 백성의 아들들의 눈에서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립니
다”란 모든 것을 이해함에 의거해서를 의미한다.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시오”란 그들은 밤으로부터 출시하여 일으켜질 것임을 의미한
다.
12,13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다”란 새로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선한 의지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에브론에게 말했다”란 받을 수 있는 이들에
게 유입됨(influx)을 의미한다. “그 땅의 백성들의 귀에서”란 교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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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당신의 뜻
이 그러하다면, 바라건 ,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오. 나는 이 밭
을 위해 은을 줄 것이오.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시오, 그리고 나
는 내 죽은 자를 거기에 매장할 
것이오.
14 그리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게 답했다,
15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오, 이 
땅은 은 사백 세겔이고, 나와 당
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문제 거
리가 됩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시오.

16 그리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에
게 경청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그가 헷의 아들들의 
귀에 말했던 은을 상인들이 통용
하는 방식으로 사백 세겔을 달아 
주었다.

17 그리고 에브론의 들판, 이는 
막벨라에 있었고, 마므레 앞에 있
었다.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동
굴, 그리고 밭에 있었던 모든 나
무, 거기서부터 모든 경계선 주변
에 있는 것,
18 헷의 아들들의 눈에, 그의 성
의 문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
게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실히 

의 진리에 관련하여 순종하기 까지 조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바라건 ,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오‘=더 
내면적으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나는 이 밭을 위해 은을 줄 것이오.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시오‘=주님으로부터 있는 교회의 진리들에 
관련한 되삼(redemption)을 의미한다. ’나는 내 죽은 자를 매장할 것
이다‘=고로 그들은 밤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생기가 있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14,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에게 말하기를”이란 수
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의 주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오”란 수용함의 첫 번째 상태
를 의미한다. “이 땅은 은 사백 세겔 이다”란 진리를 수단으로 한 구
속의 값을 의미한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 거리가 됩
니까?”란 그가 자기의 동의를 주었다는 것,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자
신으로부터 이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
를 매장하라”란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밤으로부터 출시하는 것, 그 
결과 소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5:13, 출애굽기 12:40-41, 6:6, 신명기 7:8, 
13:5, 15:15, 24:18, 사무엘하 7:23, 레위기 27:25, 5:15, 에스겔 
45:12, 출애굽기 30:12-13.
16절.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경청하였다”란 순종함을 위한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을 달아 주었다”란 되찾
음(구속)을 의미한다. “그가 헷의 아들들의 귀에 말했던 것...”이란 
새로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수용량(capacity)을 의미한다. “은 사
백 세겔”이란 되찾음의 값을 의미한다 “상인들이 통용하는 방식으
로..”란 그들의 상태에 적응함(adapt)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11:12-13, 마태복음 27:9-10, 25:14-17, 에
스겔 27:3,12-13,15-24, 28:2,4-7, 27:32-34,36, 이사야 
23:2-3,8, 계시록 18:3,11,15, 마태복음 13:45-46, 이사야 45:14, 
55:1-2.
17,18절.  “에브론의 밭”이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막
벨라에 있었고, 마므레 앞에 있었다”란 거듭남의 품질과 양을 의미한
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관하
여를 의미한다. “밭에 있는 모든 나무”란 교회의 내면적 지식들을 의
미한다. “거기서부터 모든 경계 주변에 있는 것”이란 외면적 지식들
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실히 했다”란 그들은 주님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헷의 아들들의 눈에”란 그들이 이해함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의 
성의 문 안으로 갔던 모든 자들에게”란 모든 교리적인 것들에 관련
하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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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두었다.
19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의 토지에 있
는 헤브론과 똑같은 곳, 마므레의 
얼굴 앞, 막벨라의 밭의 동굴에 
매장했다.
20 그리고 밭과 그 안에 있는 동
굴은 헷의 아들들로부터 아브라
함에게 무덤의 소유자로 확실히 
만들어졌다.

24

1 그리고 나이 많아진 아브라함
은 날(days)들에 들어갔다. 그리
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서 아

  참조 성서. 마태복음 6:22-23, 예레미야 50:14-15.
19절.  “이 후”란 그렇게 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
내 사라를 매장했다”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결합된 진리를 받
았음을 의미한다. “마므레의 얼굴 위, 막벨라의 밭의 동굴”이란 그러
므로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될 수 있는 만큼에서 거듭나졌음을 의미
한다. “헤브론과 같은...”이란 이것이 새로운 교회이었음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땅에서”란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임을 의미한다.
20절.  “그리고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헷의 아들들로부터 아브
라함에게 무덤의 소유자로 확실히 만들어졌다”란 새로운 교회 내지 
그 교인은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만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헷의 
아들로부터”란 새로운 교회가 이방인들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새로운 영적 교회, a New Spiritual Church 가 여
기서 취급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전 교회가 모두 종료된 후 주
님에 의해 일으켜 세워졌다.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
불어 믿음을 받아들임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라”는 여기서 만료된 
신성한 진리이다. “매장”은 다시 일으켜 세움이다. “에브론과 헷의 아
들들”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이다. “마므레 앞인 막
벨라”는 거듭남이다. “가나안의 토지 헤브론”은 새로운 교회, a new 
church 이다.
  만료된 지상에서의 신성한 진리, truth Divine 가 취급되어지고 있
다 (1-3절).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시는 것 
(4절), 그리고 쾌히 받아졌다는 것 (5,6절), 이로부터 환희가 있었다
는 것 (7,12절), 그들의 첫 상태는 희미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진리가 자신들로부터라고 
믿었다 (8,11,14,15절), 그러나 그들은 선과 진리가 자신들로부터가 
아니었고 주님으로부터였음이 가르쳐졌다 (13절), 그리하여 그들은 
되찾아, redeemed 졌다 (16절), 그리고 거듭났다 (17,18절), 그리고 
이리하여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있었다 (19절), 이방인들로부터 (20
절).

24
내적 의미 해설

1절.  “나이 많아진 아브라함은 날들에 들어갔다”란 주님의 인간이 
신성으로 만들어지는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란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신성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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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함을 축복하셨다.
2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집행하는 그의 집의 
원로인 그의 종에게 말했다, 바라
건  네 손을 내 허벅지에 놓아
라.

3 나는 너로 여호와 하늘의 하느
님과 땅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만들것이다, 너는 내가 이곳 사람
들 가운데에서, 가나안족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4 그러나 너는 내 토지 내 출생
지로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
해 이삭을 위해 여인을 데려와라.

5 그리고 그 종은 그에게 말했다, 
만일 여인이 저를 따라 이 토지
로 오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이 
나왔던 그 토지에로 당신의 아들
을 데려다 주어도 됩니까?

6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
했다, 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너
는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배치되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2절.  “아브라함이 그의 집의 원로인 그의 종에게 말했다”란 질서
로의 배열과 그분의 자연(His natural) 안에 주님이 유입됨을 의미한
다. 본문의 “그의 집의 원로인 그의 종”이 그분의 자연에 해당된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집행하는...”이란 자연적 인간의 공적 임무를 
의미한다. “바라건  네 손을 내 허벅지에 놓으라”란 결혼에 있는 사
랑의 선이 지닌 힘에 의거 결혼에 관련된 뭔가를 서약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5:21,27, 창세기 35;11, 46:26, 출애굽기 1:5, 
사사기 8:30, 계시록 19:16, 시편 45:3, 이사야 11;5, 5:27, 예레미
야 13:1-6, 에스겔 1:26-28, 다니엘 10:5,6, 2:32,33.
3,4절.  “그리고 나는 너에게 여호와 하늘의 하느님과 땅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를 만들 것이다”란 가장 높음 안에, 그로부터 있는 것들 안
에 계신 신성에 한 가장 거룩한 서약을 의미한다. “너는 가나안 족
의 딸들로부터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란 신성한 합
리성은 진리에 일치되지 않는 애착과는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내가 거주하는 이 곳 사람들 가운데에서...”란 주님을 에워
싼 것, 즉 어머니 쪽의 인간 안에 있는 신성과 불일치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는 내 토지, 내 출생지로 가라"란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게 획득하셨던 신성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 이삭을 위한 여인을 데려와라“란 합리성의 선에 
한 애착이 결합되어져야 하는 것은 진리에 한 애착 뿐임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에스겔 32:16,18, 사무엘하 1:20, 에스겔 16:26,27,57, 
예레미야 46:11,19,24, 이사야 23:12, 시편 45:12, 예레미야 애가 
4:21,22, 이사야 16:2, 47:1,5, 예레미야 50:41,42, 51:33, 스가랴 
2:7, 시편 137:8, 에스겔 16:55, 
5,6절.  “그 종이 그에게 말했다”란 주님께서 자연적 인간에 관하여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만일 여인이 이 토지에로 나를 따라 오려하지 
않는다면...”이란 그 애착이 분리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관하
여 자연적 인간이 의심함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여인”은 자연으
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모든 결합은 애착을 수단으로 결과된다. 
)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나왔던 그 토지에로 데려다 주어도 
됩니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착이 합리성의 신성한 선과 결
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란 주님께서 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란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애착은 합리성의 선과 
결합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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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
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리
고 내 가 출생한 토지로부터 데
려왔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셨다, 말하
시기를, 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
를 주리라, 그분께서는 너 보다 
앞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
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내 아
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 올 것이
다.

8 그리고 만일 여인이 너를 기꺼
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
는 이 맹세와는 상관이 없다. 오
로지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데
려가지만 않으면 된다.
9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손을 그
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에  놓았다, 그리고 이 말에 관하
여 그에게 맹세했다.
10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낙타 
중에서, 열 마리 낙타를 챙겼다, 
그리고 출발했다, 그리고 그의 손
에는 자기 주인의 모든 선이 있
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고 아람
-나하라임에, 나홀의 성으로 갔
다.

11 그리고 그는 낙타들을 무릎꿇
게 했는데, 도성 밖이고, 물 있는 
우물(well) 근처, 저녁 때 쯤 물
을 퍼올리는 자들이 나오는 때 
쯤이였다.

7절.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란 주님의 신성 자체를 의미한다. “...나
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출생한 토지로부터 데려왔
다”란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로부터 온 악과 거짓을 
추방하시어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나에게 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셨고, 말하시기를...”란 그분의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의 힘으로를 의미한다. “네 씨에게 나는 이 토지를 줄 것이다”
란 주님의 인간에 속해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너 보다 앞서 그분의 천사를 보낼 것이다”란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
다. “그리고 너는 거기로부터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 올 것이
다”란 참으로 진리에 한 애착은 거기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출생
한 토지)에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근원으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1:27, 요한복음 1:18.
8,9절.  “만일 여인이 너를 기꺼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이란 앞 절에
서와 같이 여기서도 만일 진리에 한 애착이 분리되지 않는다면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는 이 나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다”란 자연적 인
간에 속한 자유를 의미한다. “오로지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
지만 않으면 된다”란 거기로부터서는 결합이 없음을 의미함은 앞 절
에서와 같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놓았다”
란 자연적 인간이 결혼에 있는 사랑의 선에, 능력에 따라 서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말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란 신성한 책임
을 의미한다.
10절.  “그 종은 그의 주인의 낙타 중에서 열 마리의 낙타를 챙겼다, 
그리고 출발했다”란 자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총체적인 신성한 기억
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의 주인의 모든 선이 그의 손 안에 있었다”
란 자연적 인간과 더불은 이런 지식들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
다. “그는 일어났다”란 승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람-나하라임
(Aram-naharaim)으로 갔다”란 거기로부터 나온 진리에 관한 지식
을 의미한다. “나홀의 성에”란 신성한 것들과 유사한 교리적인 것들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6,7, 21:1,6,7,9, 60:5,6, 열왕기상 10:1,2, 
예레미야 49:28,29,32, 스가랴 14:12,15,
11절.  “그가 낙타들을 무릎꿇게 했다”란 일반적인 기억 속의 지식들
을 거룩하게 배치함을 의미한다. “도성 밖”이란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의 이동(removal)을 의미한다. “물 있는 우물 근처”란 믿음으로부터 
진리를 받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저녁 때 쯤”이란 주님의 지상 시절 
더욱 희미했던 상태를 의미한다. “물을 퍼올리는 사람이 나오는...”이
란 훈육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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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제 
주인의 하느님 여호와여 바라옵
건  오늘 제 앞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주인, 아
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
옵소서.
13 보십시오, 저는 물 있는 샘
(fountain) 근처에 섰습니다. 그
리고 도성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
을 퍼올리려고 나올 것입니다.
14 그리고 제가 처녀(젊은 여인)
에게 말할 것입니다, 바라건  네 
물동이를 내려 놓고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녀는 말할 것입니
다, 마시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
의 낙타들에게 또한 마시게 하리
이다, 당신께서는  그녀를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셨습니
다. 그리고 이로 미루어 저는 당
신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비를 베
푸셨음을 알 것입니다.

15 그가 말을 막 마치려 하는데, 
그때, 보라, 리브가가 나왔다, 그
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
내, 가의 아들 브드엘에게서 태
어났는데, 그녀의 어깨에 그녀의 
물동이를 메고 있었다.
16 그리고 이 소녀는 보기에 심
히 아름다웠고, 처녀이고,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알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샘으로 내려 갔다,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를 채웠다, 
그리고 올라왔다. 

  참조 성서. 이사야 12:3,4, 21:14, 41:17.
12-14절.  “그는 말했다”란 전달(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여호
와 제 주인의 하느님”이란 아들인 신성한 인간과 더불은 아버지인 
신성 자체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오늘 제가 만나질 수 있기를 바라
옵니다”란 영원으로부터의 섭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소
서”란 사랑으로부터의 유입을 의미한다. “제 주인, 아브라함”이란 신
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보십시오 저는 물 있는 샘 근처에 섰읍니다”란 지상에서의 신성한 
진리가 주님의 인간과 결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성의 사
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것입니다”란 진리에의 애착, 그리고 
그 애착을 통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처녀(젊은 여인)에게 말할 것입니다”란 순진을 담고 
있는 애착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바라건  네 물동이를 내려 놓
아다오”란 기억 속의 지식들이 복종함을 의미한다. “내가 마실 수 있
게...”란 기억 속의 지식이 복종함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에서의 가
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마시세요”란 거기에 있
는 상호성(reciprocal)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낙타들도 마
시게 할 것입니다”란 그와 동시에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기억 
속의 지식이 계발됨을 의미한다. “그녀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해 놓으셨읍니다”란 합리적인 것  안에서 지상의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저는 당신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 것입니다”란 신성한 사랑으로
부터 결혼(marriage)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7,9, 29:8, 예레미야 애가 5:4, 이사야 55:1, 
요한복음 7;37,38, 누가복음 13:26,27, 12:30, 요한복음 4:7-14.
15,16절.  “그가 말을 막 마치려 하는데...”란 의지의 결과를 의미한
다. “보라, 리브가가 나왔다”란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가의 아
들 브드엘에게서 태어났다”란 이 애착의 모든 근원을 의미한다. “그
녀의 어깨에 그녀의 물동이를 메고 있었다”란 진리를 받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란 진리에 한 애착은 
아름답다 를 의미한다. “처녀,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알지 않고 있었다”
란 모든 거짓으로부터 순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샘으로 갔
다”란 진리 속의 신성(truth Divine)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물
동이를 채웠다“란 받는 그릇을 의미한다. ”그리고 올라갔다“란 승강
(elevat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6:20, 예레미야 14:2-3, 51:34, 민수기 
24:6-7, 계시록 14:4-5, 예레미야 31:4,12-13, 예레미야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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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그 종은 그녀를 만나
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말했다, 
바라건  나에게 당신의 물동이
로부터 물 한모금 마실 수 있게 
해주구려.
18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마시
세요, 나의 주여. 그리고 그녀는 
급히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의 물
동이를 그녀의 손 위에 내려 놓
았다, 그리고 그가 마시게 해주었
다. 
19 그리고 그녀는 그가 마시기를 
끝내자,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도 
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마실 때 까지입니다.
20 그리고 그녀는 급히 서둘렀
다,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를 여물
통에로 비웠다, 그리고 다시 물을 
길으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낙타 
모두를 위해 물을 길었다.
21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그녀
를 보고 놀라웠지만 그런 자신을 
자제하면서 과연 여호와께서 그
의 길을 번영하게 하셨는지 여부
를 알고자 하였다.
22 그리고 낙타들이 마시기를 마
치게 되자 이 사람은 반 세겔 무
게가 되는 금 장신구, 그리고 그
녀의 손을 위해 그들의 무게로 
열이 나가는 두 개의 금 팔찌를 
가져왔다.

23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1:4,15,18, 5:11, 아모스 8:12-13, 스가랴 9:16-17, 시편 
45:13-14, 68:24-25, 
17-20절  “그리고 그 종은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갔다, 그리고 말했
다”란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탐사(exploration)를 의미한다. “바라건  
나에게 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주구려”란 이 
근원으로부터의 진리의 어떤 것이 결합되어질 수 있을지 문의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마시세요, 나의 주여,”란 상호, 또는 주고 
받음(reciproc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성급했다,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의 손 위에 내려 놓았다”란 권능으로부터의 받
아 들임에 복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란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마시기를 끝냈다”란 연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마실 때까지 입니다”란 자연적 인간에서 모든 기억 속의 지
식이 계발됨에 관하여 주고 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급히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의 물동이를 여물통에 
비웠다”란 신성한 선 쪽으로 향해 시작을 하였었던 진리에 한 애
착이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달려갔다”란 진리에 

한 보다 수준 낮은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의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었다”란 어떻게 하여 일반적인 기억 속의 지식들이 계
발되어 지는가를 의미한다.
21,22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그녀를 보고 놀라웠지만 그런 자
신을 억누르면서...”란 이런 저런 것들에 관하여 지각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번영하게 하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
였다”란 신성한 진리에 관하여 그것이 무었이었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낙타들이 마시기를 마치게 되자”란 일반적인 기억 속의 지
식들로부터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 사람은 금 장신구을 가져 왔다”
란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반 세겔 무게”란 시작을 위해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팔찌”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녀의 손을 
위해”란 진리에 한 애착이 지닌 능력을 의미한다.“그들의 무게로 
금 열”이란 시작을 위해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11-12, 이사야 3:16-18,21-22, 호세아 
2:13, 에스겔 4:10-11,16-17, 45:10, 이사야 40:12, 다니엘 
5:25-28.
23-25절.  “그는 말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란 순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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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딸입니까? 바라건  우리
가 오늘 밤을 지날 수 있게 당신
의 아버지의 집에 방이 있는지?
를 말해 주시오.
24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
다, 저는 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드엘의 딸입니다. 
25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
다, 우리는 짚과 많은 여물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밤을 지
나게 할 방도 있습니다.
26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굽
혔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27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주
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내 주인
으로부터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를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는 저를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
로 인도하셨습니다. 

28 이 소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집에 이 말들에 
따라 말하였다.
29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
다. 그리고 라반은 문으로부터 이 
사람에게로, 샘으로 달려갔다.
30 그리고 그는 장신구를 보았
고, 그의 누이 동생의 손에 있는 
팔찌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누이 동생 리브가에게서 이 사람
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한 것을 
듣고, 그는 그 사람에게 왔다. 그
리고 보라 이 사람이 샘에서 낙

여 더 탐사함을 의미한다. “바라건  우리들이 이 밤을 지나갈 수 있
게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방이 있는지? 말해 주시오”란 선행의 선에 
관한 탐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
드엘의 딸입니다”란 진리에 한 애착의 근원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우리는 짚을 
가지고 있읍니다”란 기억 속의 지식에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
리고 많은 여물, provender”이란 그들의 선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 
밤을 지나게 할 방도 있습니다” 란 진리에 한 애착의 상태를 의미
한다.
26,27절.  “이 사람은 자신을 굽혔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란 
즐거움과 환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송합
니다”란 신성 자체로부터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를 의미함은 전과 
같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단념하시지 않으셨다”란 사랑의 유
입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주인으로부터 당신의 진리를...”
이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있는 선행의 유입을 의미한다. “제가 
길을 가는 동안...”이란 합리성 안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읍
니다”란 진리의 선 쪽으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1:7, 85:10, 86:15, 89:24, 98:3, 미가 7:20, 호
세아 4:1.
28-30절.  “이 소녀는 달려갔다”란 이 애정의 바램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집에 이 말들에 따라 말하였다”란 자연적인 
선이라 해도 계발이 가능하다면 그 종류가 어떠하든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형제가 있었다”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선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란 이 애착
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문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샘 쪽
으로 달려갔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가 되기를 시작
한 진리를 향한 바램을 의미한다.
 "그는 장식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의 손에 있는 팔찌도 
보았다“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누이 동생, sister"인 진리에 

한 애착의 능력 안에 있음이 관찰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누이 동생 리브가의 말들을 들었을 때”란 이 애착에 마음
이 쏠림을 의미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란 자연적 인
간에 있는 진리에 마음이 쏠림을 의미한다. “그가 이 사람에게 왔다”
란 선에 한 애착(라반)이 자연적 인간에 있는 진리(이 사람)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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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옆에 서있었다.

31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소서, 
당신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밖에 
서계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집
을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타를 위한 방도 있습니다.
32 그리고 그 사람은 집 안으로 
왔다, 그리고 낙타들을 풀어 놓았
다, 그리고 그는 낙타를 위해 짚
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발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발
도 씻도록 물을 주었다.
33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이 
놓여졌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내 말을 마칠 때까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
다, 말해보시오.

34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아
브라함의 종입니다.
3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
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
고 그를 위 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떼와 목축, 그리
고 은과 금,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
다.
36 그리고 제 주인의 아내 사라
는 그녀가 늙은 후에 제 주인에
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접했음을 의미한다. “보라 그는 낙타 옆에 서있었다”란 일반적인 기
억 속의 지식 안에 현존함을 의미한다. “샘에서”란 신성의 진리로부
터 자연적 인간 속의 것들이 계발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1:28, 50:2, 59:14-16, 예레미야 5:1, 스바냐 
3:6.
31-33절.  "그는 말했다, 오소서, 당신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
입니다”란 자기 안 쪽으로 신성을 초 함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당
신은 밖에 서계십니까?”란 그로부터 얼마간...을 의미한다. “그 이유
가 저는 집을 청소했기 때문입니다”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고 선
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타를 위한 방도 있읍니다”
란 그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왔다”란 거기서 선 안으로 유입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낙타들을 풀어 놓았다”란 섬기는 것들을 자유롭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을 위해 짚과 여물을 주었다”란 진리
들과 선들 속에서 가르쳐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을 물
을 주었다”란 자연적 인간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발...”이란 자연적인 인간 안에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 먹을 것이 차려져 있었다”란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선은 신성한 것들이 자기 것으로 어울려지기기를 바란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먹지 않을 것이오”란 
거절을 의미한다. “...제가 내 말을 마칠 때까지...”란 가르침이 주어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는 말했다, 말해보시오”란 간절한 바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3, 57:14, 62:10, 말라기 3:1, 시편 80:8-9, 
누가복음 11:24-26, 마태복음 12:43-45, 이사야 1:16, 4:4, 예레미
야 16:9, 시편 51:2,7, 요한복음 13:4-7.
34-48절.  “그는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란 이것은 신성
한 선으로부터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크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 해지게 하셨읍니다”란 선에 관한 신성한 인간과 진리에 관
한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양떼와 목축을 주셨읍니
다”란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과 금”이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 그
리고 낙타들과 나귀들”이란 특별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라, 제 주인의 아내께서는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
읍니다”란 신성한 진리로부터 온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녀가 
늙은 후에”란 그 상태였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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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
게 주었습니다.
37 그리고 제 주인은 나에게 맹
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토지에 있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내 아들을 위한 여인
을 데려오지 마라.
38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
으로, 그리고 내 가족에게로 가
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 여인
을 데려 와라.
39 그리고 저는 내 주인에게 만
일 여인이 나를 따라 오지 않으
려 한다면...라고 말했습니다.
40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했습
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걸어 갈 
때 네 앞에 너와 함께 하도록 그
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
고 네 길을 순탄하게 하실 것이
다. 그리고 너는 내 가족으로부
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
터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 
오라.
41 그리고 네가 내 가족의 집에 
당도하면 너는 내 맹세를 지킨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에
게 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
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42 이리하여 오늘 저는 샘에 도
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
다,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
님 여호와께서는 제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해주셨습니다.
43 보십시오 저는 물 있는 샘 가
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
러 소녀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저는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바
라건  네 물항아리로부터 물을 

것을 이 아들에게 주었읍니다”란 신성한 합리성에 신성한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게 했읍니다”란 서로를 묶는 서
약, 그리고 신성시한 책무를 의미한다. “말하시기를, 너는 가나안족의 
딸로부터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란 신성한 합리성은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애착과는 결합되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
가 거주하는 이 토지에서”란 불일치되는 것들 안에 신성한 선이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리라”란 선은 신성으로부
터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로...”란 진리는 신성으로부
터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오라”란 거
기로부터 결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이란 이 애착함이 분리될 수 있었을지에 관하여 자
연적 마음을 의심함을 의미한다.
 “그러자 그는 말했읍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네
가 걸어갈 때 네 앞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란 신성한 섭리
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길을 순탄하게 하실 것이다”란 진리 측면에
서의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려올 것이다”란 거기에 결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 가족으
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란 신성으로부터 거기에 있
는 선과 진리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러면 너는 내 맹세로부터 해제될 것이다”란 자연적 인간이 가지
는 자유를 의미한다. “네가 내 가족에게 왔을 때, 그리고 만일 그들
이 너에게 주지 않는다면...”이란 분리됨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너는 
내 맹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란 그러면 자연적 인간에게 아무런 책
임도 없음을 의미한다.
** 이 후의 구절부터 48절 까지는 앞 절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생략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듯 기록된 이유는 자연적 인간을 가르
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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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마시게 해줄 수 있겠소.
44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
를,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낙타
도 마실 수 있게 나는 물을 길으
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여호
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진 자입니다.
45 제가 내 심정에서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왔
는데, 그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
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샘
으로 내려 갔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
다, 바라건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겠소.
46 그리고 그녀는 서둘렀고 그녀 
위로부터 그녀의 물동이를 내려 
놓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시세
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타들도 마시게 주었습니다.
47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
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뉘  따님이시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가 나홀에
게 낳아준 나홀의 아들 브드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코
에 장신구를 달고 그녀의 손에는 
팔찌를 끼웠습니다.
48 그리고 저는 몸을 구부려 나 
스스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
니다, 그리고 저를 그의 아들을 
위해 제 주인의 형제의 딸을 데
려가도록 진리의 길에로 인도해
주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
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49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제 주
인에게 은총과 진실을 행할 것인

49-51절.  “이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은총과 진실을 행할 것인
지...”란 그들의 두 자질, 즉 의지(브드엘)와 이해함(라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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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리고 그
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오른쪽
이든 왼쪽이든 바라볼 것이오.
50 그리고 라반과 브드엘은 답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말은 여
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당
신에게 악이냐 선이냐를 말할 수 
없소이다.
51 보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
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시오, 그리
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던 바 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여인이 되
게 하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
자, 그는 자신을 땅 쪽으로 구부
려 여호와를 경배했다.
53 그리고 그 종은 은 그릇과 금 
그릇, 그리고 의복을 가져와서 리
브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
게도 귀중한 것들을 주었다.
54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먹고 마
셨다. 그리고 그들은 밤을 보냈
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55 그리고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
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소녀가 
날들, 적어도 열흘 동안 우리와 
남아 있게 해주시오. 그 후에 당
신은 가시오.
5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
다, 저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 길
을 순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

동의함이 있을 것인지 탐색함을 의미한다.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
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도 나에게 말해 주시오”란 그들이 자
유로운 상태에서 숙고해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오른쪽이든, 왼
쪽이든 바라 볼 것입니다”란 상호간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과 브드엘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로부
터 나왔다. 우리는 악이냐 혹은 선이냐를 말할 수 없소이다”란 그것
은 주님 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보라 리브가가 네 앞에 있다. 그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
하신 로 네 주인의 아들의 여인이 되게 하시오”란 동의가 주님으로
부터 영감되었음을 의미한다.

52-54절.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을 땅 쪽으로 
굽혀 여호와를 경배했다”란 자연적 인간 안에서 환희(joy)를 지각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은 그릇과 금 그릇, 그리고 의복을 가져와서...”란 진
리와 선, 그리고 그것들의 장식류들을 의미한다. “...리브가에게 주었
다”란 이것들은 진리에 한 애착을 위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귀중한 것을 그녀의 오라버니에게 주었다”란 그러므로 자연적 선을 
위한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란 자
연적 진리를 위한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란 초보적인 선과 진리를 착복함을 의
미한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란 이것이 자연적 인간 안에 있었음
을 의미한다. “그들이 밤을 보냈다”란 그것의 평화를 의미한다. “그들
은 아침에 일어났다”란 등차가 승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
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 주십시요”란 결합하고 싶은 마음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8-13,16-18, 신명기 33:13-16.
55-58절.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란 자연적 
인간이 의심함을 의미한다. “이 소녀가 우리들과 함께 남아 있게 해
달라”란 자연적 인간의 의심함에 의한 억류를 의미한다. “날들, 적어
도 열흘, 그 후에 당신은 가리이다”란 자연적 인간에게 충만되게 나
타나 떠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로 지체하지 않게 해주소서”란 의
지가 선을 사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길을 
순탄하게 하셨다”란 모든 것들이 이제 설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로 
떠나 보내소서, 그리고 나는 내 주인에게 가리이다”란 시작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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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 주인
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57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소
녀를 불러서 그녀의 입(mouth) 
에 문의합시다.
58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를 불렀
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너
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냐?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갈 
것입니다.
59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누이 
리브가, 그리고 그녀의 유모, 그
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
들을 떠나 보냈다.
60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에게 복
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
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네 
씨가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상속받으라.
61 그리고 리브가는 일어났다 그
리고 그녀의 소녀들, 그리고 그들
은 낙타를 탔다, 그리고 이 사람
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종은 리
브가를 데리고 갔다.

62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로부터 오고 있는 곳으로부터 왔
다. 그리고 그는 남쪽의 토지에 
거주하였다.
63 그리고 이삭은 저물 때에 들
판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 그리
고 그는 자기 눈을 들어 올렸고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녀의 입에 물어보
자”란 진리에 한 애착 만으로부터의 동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리브가를 불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이냐?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가겠나이다”란 동의
가 충만됨을 의미한다.

59-61절.  “그들은 그들의 누이 리브가를 떠나 보냈다”란 신성한 진
리에 한 애착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유모”란 
이 애착에 속하는 순진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이란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것들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
다”란 신성한 계발로부터의 경건한 소원을 의미한다. “우리의 누이, 
너는 천만 인의 어미가 되라”란 진리에 한 애착이 맺는 결실은 무
한량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씨가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상
속 받으리라”란 신성한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 주님
의 영적 왕국, 이 왕국에 전에는 악과 거짓이 있던 자리에 선행과 
믿음이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브가는 일어났다”란 진리에 한 애착의 승강, 그 결과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소녀들”이란 위 애착에 종속되는 
애착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낙타들 위에 올라 탔다”란 자연
적 기억 속의 지식 위로 승강된 지적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갔다”란 신성한 진리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란 지상의 주님에게 신성한 
선이 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2, 마태복음 21:16, 예레미야 44:7, 예레미야 
애가 2:11, 4:3,4, 신명기 32:25, 이사야 49:22,23, 민수기 10:36, 
신명기 33:2, 시편 68:17, 계시록 5:11.
62,63절.  “이삭은 브엘라해로이로부터 오고 있는 곳으로부터 왔다, 
Issac came from coming from Beer-lahai-roi”란 지상의 주님의 합
리성에 있는 신성한 선은 신성한 진리 자체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남쪽의 토지에 거주하였다”란 위 태어남의 결과, 신성한 
빛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들판에 명상하기 위해 나갔다”란 합리성이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저물 때에”란 상 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눈을 들어 올렸고 보았다”란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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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리고 보라 낙타들이 오
고 있었다.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삭을 보았다, 그리고 그
녀는 낙타에서 내렸다.
65 그리고 그녀는 종에게 물었
다, 우리를 만나려고 들판을 걸어 
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
고 종이 답했다, 나의 주인이십
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울을 가져
다가 자신을 가렸다.
66 그리고 그 종은 이삭에게 그
가 했었던 모든 말들을 말했다.
67 그리고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데리
고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여인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위로되어
졌다.

을 의미한다. “보라 낙타가 오고 있었다”란 자연적 인간에 있는 일반적
인 기억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6:13,14, 요한복음 11:4,7-9, 3:19, 8:12, 
12:35,36, 45,46, 누가복음 2:30-32, 마태복음 4:16, 이사야 9:2, 
10:17, 42:6, 49:6, 60:1,3, 계시록 21:2,23, 22:5, 이사야 60:19,20, 
마태복음 17:2, 민수기 6:25.
64,65절.  “리브가는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삭을 보았다”란 진
리에 한 애착의 상호적인 주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낙타로
부터 내렸다”란 합리적 선을 지각하자 자연적 인간에 있는 기억적 
지식으로부터서 분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종에게 말했다”란 신성한 자연으로부터 탐색함을 의
미한다. “우리를 만나려고 들판을 걸어 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란 
선 쪽에만 있었던 합리성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종이 말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란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너울을 가져다
가 자신을 가렸다”란 진리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66,67절.  “종은 이삭에게 그가 했었던 모든 말들을 말했다”란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관하여 신성한 자연으로부터 지각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왔다”
란 신성한 인간 안에서 진리의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는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녀는 여인으로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위로되어졌다”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합리적인 것 안에서 진리가 선에 결
합하는 전체 과정을 기술해놓고 있다. 이 장에서, 결합에 앞서 진행
되는 가입되는 과정이다. “이삭”은 합리적인 것 속의 선이다. “리브
가”는 여기서 선 쪽으로 가입시켜지는 진리이다. “라반”은 자연적 인
간에 있는 선에 한 애착이다.
  내적 의미에서, 가입, initiation 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 신성한 질서로 환
원되면 신성한 진리는 그분의 합리적인 것 속의 신성한 선과 합쳐진
다, 그리고 이 공통된 방법에 의해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즉 기억 속
의 지식으로부터, 지식들로부터,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진리들이 주님의 신성한 유입, influx 을 수단으로 안으
로 불러 들여져, 합리적인 것 안에 있는 선에 가입시켜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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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그리고 아브라함은 덧붙였다, 
그리고 여인을 받아들였다, 그리
고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 이었다.

2 그리고 그녀는 시므란, 그리고 
욕산, 그리고 므단, 그리고 미디
안, 그리고 이스박, 그리고 수아
를 낳았다.
3 그리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
움미 족속이었다.
4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
바, 그리고 에벨, 그리고 하녹, 그
리고 아비다, 그리고 엘다아 이었
다. 이 모든 이들이 그두라의 아
들들이었다.
5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
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6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소실들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을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동
쪽 방향인 동쪽의 토지에로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 보냈다.

신성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것은 진리 측면 뿐 아
니라 선의 측면도 주님에 의해 신성으로 만들어진다.
  이 장으로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로부터 말씀의 내적 의미 안
에 어떤 신비를 담아 놓으셨는지 알게 되리라. 

25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덧붙였다, 그리고 여인을 받아 들였다”란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또 다른 상태를 의미한다. 아브라함
과 사라는 천적인(제 3층) 천국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
고 아브라함과 그두라는 영적인(제 2층) 천국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
현했다.그러므로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영적 천국에 있는 신성한 선
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하고, 그의 여인은 이 선에 인접한 신성한 
진리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이
었다”란 이 신성한 진리의 본질을 의미한다.
2-4절.  “그리고 그녀는 시므란, 그리고 욕산, 그리고 므단,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 그리고 수아를 낳았다”란 천국과 땅 위에 있
는 주님의 영적 왕국의 총괄적인 계층을 의미한다.
 “그리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란 첫 계층으로부터의 갈래들
을 의미한다.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 이었다”란 둘째 계층으로부터의 갈래들을 의미한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 이었다”
란 셋째 계층으로부터의 갈래들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이들은 그두라
의 아들들이었다”란 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각종 교리적인 것들
과 예배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1:13-15, 예레미야 25:17-19,22,23,25,26, 
에스겔 38:13, 민수기 22;4,7, 하박국 3:6,7.
5,6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
다”란 최고로 높은 의미일 경우 신성한 합리성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것들을 의미하고, 관계적 의미일 경우 주님의 천적 왕국에 있는 사
랑의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소실들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선
물을 주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의해 양자(녀)로 삼아진 영적
인 이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왕국에서 장소들을 할당받았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보냈다”란 
천적 왕국에 있는 이들(것들)과 영적 왕국에 있는 것들(이들)을 분
리하시고 차별하심을 의미한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주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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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이것들은 그가 살았던 
것, 아브라함의 삶의 햇수들의 날
들이다. 일백 년, 그리고 칠십 년, 
그리고 오 년.
8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늙은 
나이에, 노인 그리고 충분할 만큼 
살아, 기간이 다 차서, 죽어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 들여졌다.
9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들판
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했다.
10 이 들판은 아브라함이 헷 아
들로부터 매입했다. 거기에 아브
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
었다.
11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
라해로이에서 거주하였다.
****************************
12 그리고 이것들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 출신 하갈이 아브라함에
게 낳아 준 이스마엘로부터의 출
생들이다.

13 이것들은 그 이름에서, 그들
의 출생들에 따른 이스마엘의 아
들들의 이름들이다. 이스마엘의 
첫 출생은 느바욧이다. 그리고 게

성한 인간이 위 두 계층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동안
에를 의미한다. “동쪽 방향인 동쪽의 토지, land 에로”란 믿음으로부
터의 선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37, 열왕기상 4:30, 마태복음 2:1,2, 민수기 
33:7.
7-10절.  “그리고 이것들은 그가 살았던 것, 아브라함의 삶의 햇수
들의 날들이다”란 신성 자체에 관한 주님을 아브라함이 표현한 상태
를 의미한다. “일백 년, 그리고 칠십 년, 그리고 오 년”이란 이 상태
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간이 다 차서, 죽어...”란 아브라함을 수단으
로 했던 표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아주 늙은 나이에, 노인, 그리
고 충분할 만큼 살아...”란 표현함에 있어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 들여졌다”란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매장했다”란 주님을 
표현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수단으로 지금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막벨라 굴에”란 진리에 관련된 부활을 의미한다. “마므레 앞 헷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들판에 있는”이란 선에 관련된 부활, 
resurrection 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고 구원된 영적 왕국의 사람들도 의미한다.
 ”이 들판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로부터 매입했다“란 거기로부터 파
생된 주님의 영적 왕국을 의미한다. ”거기에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
라가 매장되었다“란 소생시킴, resuscitation 을 의미한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란 아브라함을 수단으로 주님이 표현
되었던 때와 상태 이 후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을 축복하셨다”란 이삭을 수단으로 하는 주님의 표현이 시작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거주하였다”란 주님의 신
성한 합리성은 신성한 빛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
12절.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의 출생들
이다”란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영적 교회의 갈래들을 의미한다. “사라
의 여종, 이집트 출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 주었다”란 기억적 
지식에 한 애착 안으로 신성이 유입됨으로부터 있게 되는 영적 인
간의 출생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7:25, 사사기 8:24.
13-16절.  “이것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란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의 품질들을 의미한다. “이스마엘의 첫 출생은 느바욧
이다. 그리고 게달, 그리고 앗브엘, 그리고 밉삼. 그리고 미스마, 그
리고 두마, 그리고 맛사,. 하닷, 그리고 데마, 여둘, 넓이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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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그리고 앗브엘, 그리고 밉삼.
14 그리고 미스마, 그리고 두마, 
그리고 맛사.
15 하닷, 그리고 데마, 여둘, 넓
이스, 그리고 게드마이다.
16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성읍
에서, 그들의 마을에서 있는 그들
의 이름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백
성들의 열 두 우두머리들이다.

17 그리고 이것은 이스마엘의 생
애의 햇수인데 일백 년, 그리고 
삼십년, 그리고 칠 년이었다. 그
리고 그는 기한이 다 차서 죽어,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졌다.
18 그리고 그들은 하윌라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까
지 이르러 거주하였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얼굴과 마주쳤다.
****************************
19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
들 이삭의 출생들이다. 아브라함
이 이삭을 낳았다. 
20 그리고 이삭은 사십 세의 아
들이었을 때, 그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브드엘의 딸,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여인으로 자신
에게 데리고 갔다.
21 그리고 이삭은 그의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께 탄원했다, 그 이
유는 그녀가 불임이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탄
원을 들어 주셨다, 그리고 리브가

게드마 이다”란 영적 교회, the spiritual church 의 모든 것들, 특히 
이방인들의 영적 교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름들이다”
란 교리적인 것들과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들의 마을들에서...”
란 그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성읍에서”란 그 교회
의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백성들의 열두 우두머리란 이 영
적 교회, Spiritual Church 의 제일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6,7, 에스겔 27:21, 예레미야 49:28,29, 이
사야 13:19,20, 42:11, 예레미야 3:2, 시편 120:5, 이사야 
21:13-17, 예레미야 2:10,11, 25:17,23,24, 계시록 7:4,5, 12:1, 
21:2,12,14,16,17,21, 22:2, 마태복음 19:28.
17,18절.  “그리고 이것은 이스마엘의 생애의 햇수이다”란 주님의 영
적 왕국을 이스마엘을 수단으로 표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백 년, 
그리고 삼십 년, 그리고 칠 년”이란 이 상태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기한이 다 차서 죽었다‘란 이스마엘에 의한 표현이 끝
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졌다“란 이러한 
것들이 이스마엘에 관하여 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가는 이집트 앞 수르에까
지에 걸처 거주했다“란 총명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얼굴과 마주쳤다“란 진리에 관한 논쟁들을 의미하는데 언제
나 그가 우위에 있다.

**************************************************
19,20절.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들이다“란 주
님의 신성한 합리성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신성한 자연(에서와 야곱)
이 있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란 신성 자체로부터의 신
성한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삭은 사십 년의 아들이었다“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시험을 
수단으로 전투하신다를 의미한다.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갔을 때...
“란 신성한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여인이 되도록 라반
의 누이,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브드엘의 딸“이란 그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21-23절.  “그리고 이삭은 여호와께 탄원했다”란 아버지이신 신성과 
아들이신 신성의 교신, communication 을 의미한다. “...그의 여인을 
위하여, 그 이유가 그녀는 불임이었기 때문이다”란 신성한 자연성
(the Divine natural)은 아직은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
호와께서는 그의 탄원을 들어 주셨다“란 그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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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신되었다.
22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녀 안
에서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그녀
는 말했다, 이럴진  나는 어이할
꼬?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 물
어 보려고 갔다.
2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녀에
게 말하셨다, 두 나라가 네 자궁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백성들이 
네 창자들로부터서 분리될 것이
다, 그리고 한 쪽 백성이 다른 쪽 
보다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24 그녀의 날들이 다 차서 출산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라 쌍둥이
가 그녀의 자궁에 있었다.
25 그리고 첫째는 온 몸이 붉고 
털도 많아 털많은 의복으로 덮은
듯 하여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다.
26 그리고 첫째 뒤를 이어 동생
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손은 에
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
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삭은 그녀가 이
들을 낳았을 때 육십 년의 아들
이었다.

고 그의 여인 리브가는 임신했다“란 신성한 자연은 어머니 역할을 
한 신성한 진리로부터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녀 안에서 서로 다투었다“란 어느 것이 우위
인지, 시간이나 순서상 선과 진리 중 어느 것이 앞서 있어야 하는지, 
또는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되어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지 
때문에 있는 다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이럴진 , 나
는 어이할꼬?“란 곤란함, straitness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여
호와께 물어 보려고 갔다”란 서로 교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을 의
미한다.“두 나라가 네 자궁 안에 있다”란 내면적 선에 관련되는 자연
적인 것과 외면의 선에 관련되는 자연적인 것, 이 두 개가 임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백성이 네 창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이다”란 거
기에서 진리가 갈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 쪽 백성이 저 쪽 백성보
다 우세하리라”란 첫째로 진리는 진리의 선 보다 우위에 있을 것임
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란 한 때 동안 진리
의 선은 하위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7:40.
24-26절.  “그리고 그녀의 날들이 다 차서 출산하게 되었다”란 그 
결과 첫 상태를 의미한다. “보라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에 있었다”란 
자연적인 선과 진리, 둘 다 함께 임신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첫째는 온 몸이 붉고 털이 많아 털 많은 의복을 두룬 듯 하여 나
왔다”란 진리의 생명되는 자연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다”란 자연적 선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이 나왔다”란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다”란 진리가 어떤 능력을 가
지고 가장 낮은 자연적인 선에 집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에 관한 교
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육십 년의 
아들이었다”란 주님의 지상 시절, 신성한 합리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의 의미는 숫자 60을 구성하는 작은 숫자들, 즉 5 x 12, 6 x 
10, 2 x 30로 풀어 각 숫자의 의미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11,12, 이사야 63:1,2, 예레미야 애가 4:7, 
이사야 1:18, 나흠 2:3, 계시록 6:2,4,5,8, 스가랴 13:4, 사사기 
13:3,5, 에스겔 16:7, 다니엘 7:9, 계시록 1:13,14, 이사야 7:20, 에
스겔 5:1-4, 이사야 15:2, 창세기 27:36, 호세아 12:2,3, 누가복음 
1:30-33, 마태복음 2:13,15, 호세아 11:1, 이사야 44:1-3,5, 창세기 
49:24, 이사야 48:11,12, 에스겔 37:19,21,22,24-28, 미가 2: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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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그리고 이 소년들은 젊은 성
인이 되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
하는데 숙련된 사람이어서, 들판
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완
전한 사람이어서, 천막에서 거주
하고 있었다. 
28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
였 다, 그 이유는 그의 사냥함이 
그의 입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
였다.

29 그리고 야곱은 죽을 끓였다, 
그리고 에서가 들판으로부터 왔
다, 그리고 그는 단히 피로해 
있었다.
30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
다, 바라건  나로 그 붉은 수프, 
이 붉음을 먹게 해다오, 그 이유
는 내가 너무 지쳐서이다. 그러므
로 그는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31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오늘 
현재 네 생득권을 나에게 팔아라.
32 그리고 에서가 말했다, 보라 
내가 죽으려 한다, 그러니 이 생

사야 27:6, 29:22-24, 45:1-4, 미가 4:1,2, 시편 87:2,3, 예레미야 
30:9,10, 이사야 49:1,3, 58:14, 65:9,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13:28, 16:20,22.

**************************************************
27,28절.  “그리고 소년들은 젊은 성인이 되었다”란 선과 진리의 결
합에 관한 첫 상태를 의미한다. 그 첫 상태는 선과 진리 각각이 “성
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데 숙련된 사람이었다”란 
감각적 지식과 기억적 지식으로부터 오는 생명 속의 선을 의미한다. 
“들판의 사람이었다”란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생명 속의 선을 의
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란 진리를 의미한다. “천
막에서 거주하였다”란 파생되어진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사냥함이 그
의 입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합리성 속에 있는 
신성한 선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사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
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란 신성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진리는 진
리로부터의 교리를 사랑하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7:3,4,25, 예레미야 16:15,16, 에스겔 
13:20,21, 마태복음 13:3-9, 마가복음 4:3-9, 누가복음 8:5-8, 
29,30절.  “그리고 야곱은 죽을 쑤었다”란 교리적인 것들로부터의 무
질서한 집단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가 들판으로부터 왔다”란 생
활의 선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단히 지쳐 있었다”란 
전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란 주님께서 자연의 선으로부터 지
각하심을 의미한다. “바라건  나로 그 붉은 수프를 먹게 해다오”란 
교리적인 것들을 갈망함을 의미한다. “이 붉음, this red”이란 외관상
으로 선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지쳐서이다”란 전투
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려졌
다”란 거기로부터의 선에 관한 그의 품질을 의미하는데, 이 품질에 
진리의 교리적인 것들이 인접되어져 있다.
  참조 성서. 열왕기하 4:38-41, 이사야 63:1,3,5, 사사기 5:4,5, 신
명기 33:2, 민수기 24:17-19, 아모스 9:11,12, 시편 60:8,10, 다니
엘 11:40,41, 신명기 23:7, 예레미야 49:7,8,10,11,17, 시편 83:4-6, 
오바디야 1:1-10,18,19, 에스겔 35:2,3,5,10,12,15, 36:5, 말라기 
1:1-3, 호세아 12:2,3.
31-33절.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란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
다. “오늘 현재(as this day) 네 생득권을 나에게 팔라”란 시간 안에
서는 진리로부터의 교리가 외관상으로 앞 섬, prior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가 말했다, 보라 내가 죽을 듯 하다”란 그는 이후 다시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생득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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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
뇨?
33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오늘 
같이 나에게 맹세하라. 그리고 그
는 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그의 생득권을 팔았다.

34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
다. 그리고 에서는 생득권을 얕보
았다.

26

뇨”란 이런 경우 시간적으로 앞 서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란 진리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나에게 
오늘 같이 맹세하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다”란 확증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득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란 한 때 동안 앞 
섬이 증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7:39,40, 시편 89:26-29, 계시록 1:5, 
14:3-5, 출애굽기 22:20-31, 레위기 27:26, 민수기 18:13,15,17, 
신명기 15:19,21, 민수기 3:11-13, 3:40,41, 8:14,16-18, 예레미야 
31:9, 출애굽기 4:21-23, 창세기 4:10,11, 창세기 9:22,24,25, 
49:3,4, 출애굽기 12:12,13, 11:4-7, 12:29, 시편 78:51, 
105:23,36, 출애굽기 13:1,2,12-15, 34:19,20, 민수기 8:17,
34절.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lentils 죽을 주었다”란 생활
의 선이 진리의 선과 교리의 선과 더불어 선물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먹고 마셨다”란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났다”란 그 때로부터 있는 승강, elev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갔다”란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생득권을 얕보았다”란 
한때 동안 생활의 선은 우선 순위, 또는 앞섬, 선취권, priority 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9.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이 장은 이렇게 다루고 있다, 첫째로, 주님의 영적 
왕국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의 갈래들 (1-4절). 그것은 주님의 천적 
왕국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 (5,6절), 아브라함에 의한 주님의 
표현이 끝났다 (7,8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한 주님의 표현
이 시작되었다 (9-11절).
  두 번째로, 이스마엘로 표현된 영적 교회, 그 교회의 갈래들이 다
루어진다 (12-18절).
  셋째로, 신성한 자연적인 것의 임신과 출생이 다루어진다. 선의 측
면은 에서에 의해, 진리의 측면은 야곱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19-25).
  넷째로, 교회 안에서 선이 앞서느냐와 진리가 앞서야 하느냐가 다
루어진다 (26-34).

26
내적 의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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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전에도 흉년이 아브라함의 
시절에 있었는데 그 토지에 흉년
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그랄에로 갔
다.
2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
타나셨다, 그리고 말하셨다, 이집
트로 내려 가지 마라. 내가 너에
게 말하는 토지에서 거주하여라.
3 이 토지에서 체류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에
게, 네 씨에게, 나는 이 모든 토
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 했던 
그 맹세를 세워 둘 것이다.
4 그리고 나는 네 씨를 마치 하
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할 것
이다, 그리고 나는 네 씨에게 이 
모든 토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가 
복 있을 것이다.
5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내 음성
에 귀기울였고, 그리고 내가 지워
준 책임, 내 명령, 내 규례, 그리
고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6 그리고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
였다.
7 그리고 그 곳의 사람이 그에게 
그의 여인에 관하여 물었다. 그리
고 그는 말했다, 그 여자는 나의 
누이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나의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

1절.  “그리고 그 토지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 말고도 이 전인 아
브라함의 시절에도 흉년이 들었었다”란 믿음에 관한 지식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그랄에로 갔다”
란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아비멜렉”은 합리적인 것
을 찾는 믿음 속의 교리를 의미하고, “불레셋 왕”이란 교리적인 것들
을 명시한다. 그리고 “그랄”은 믿음이다. 
2,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 생각함을 의미한다. “이집트로 내려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서 거주하여라”란 그는 기억 속의 지식들에
로 내려 가서는 안되고, 신성에 의해 계발된 합리성인 진리의 외관
에로 내려 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 체류하여라”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란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란 그러므로 증가함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너를 위하여...”란 선
을 의미한다. “네 씨를 위하여...”란 진리를 의미한다. “나는 이 모든 
토지를 줄 것이다”란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세워 둘 것이다”란 그러므로해
서 있는 확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37,38, 요한복음 12:40, 8:33,39,44,
4,5절.  “그리고 나는 네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
다”란 진리들과 믿음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씨에
게 이 모든 토지를 줄 것이다”란 거기로부터 교회가 끌어내짐을 의
미한다.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나라가 복 있을 것이다”란 교회 안
과 밖 모두에서 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귀기울였기...때문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본질이 시험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과 합일됨을 의미한다. “그
리고 내가 지워준 책임, 내 명령, 내 규례, 그리고 내 법들을...”이란 
그분 자신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계시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2:1,2,12,16,17, 마태복음 26:39,42, 마가복음 
14:36, 누가복음 22:42, 요한복음 10:15,17,18, 시편 119:1-27, 
19:7-9, 열왕기상 2:3, 신명기 11:1.
6,7절.  “그리고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란 믿음속의 것들이 합리
적인 것들에 비교적 인접되어져 있는 주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곳의 사람들이 그에게 그의 여인에 관하여 물었다”란 신
성한 진리에 관한 사람들의 탐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여자는 나의 누이이다”란 합리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는 그녀가 나의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곳의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하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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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기 때문이다. 그 곳의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해 자기를 죽이지 않
도록 하려 해서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바라보기에 아름
다웠기 때문이다.

8 날들이 거기서 그를 오래 끌고 
가던 참에 불레셋의 왕 아비멜렉
이 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보라 이삭
이 그의 여인 리브가와 더불어 
웃고 있었다.
9 그리고 아바멜렉은 이삭을 불
렀다. 그리고 말했다, 확실한바, 
보라 이 여자는 네 여인이다, 그
리고 어떻게 너는 그녀가 자기 
누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이삭
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던 
이유는 내가 그녀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려 해서 이오. 
10 그리고 아비멜렉은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다
니 어찌됨이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여인과 쉽사리 드러누울뻔 했
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 했지 않느냐?
11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
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사
람과 그의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12 그리고 이삭은 그 토지에 씨
를 뿌렸다, 그리고 그 해에 수백
의 분량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
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때문이다”란 지상에서의 주님은 신성한 진리들 자체를 여실 수 없으
셨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선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 이유는 그녀는 바라보기에 아리따웠다”란 그것의 존재가 신
성이라 불리울 경우 쉽게 받을런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01:7, 이사야 9:2, 13:20, 시편 130:1, 4:8, 예레
미야 51:13, 다니엘 2:22, 4:12, 에스겔 31:6, 호세아 9:2,3, 마태복
음 22:43,44, 26:64, 마가복음 10:37,40, 시편 19:5,6, 이사야 
14:12,14,
8,9절.  “그리고 날들이 거기서 그를 오래 끌고 갔다”란 영접하는 상
태를 의미한다. “불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았
다, 그리고 보았다”란 지식들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는 믿음 속의 
교리를 의미한다. “보라 이삭이 그의 여인 리브가와 더불어 웃고 있
었다”란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에 현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란 교리로부터 
주님께서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확실한바, 보라 그녀는 네 여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녀가 자기 누이라고 말하느냐?”란 진리는 신
성이기 때문에  진리는 합리성일 수 없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2:9, 스바냐 2:13,14, 사사기 5:28, 예레미야 
22:13,14.

10,11절.  “그리고 아비멜렉은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
다니 어찌됨이냐”란 분개함을 의미한다. “백성 중의 하나가 네 여인
과 쉽사리 드러누울 뻔 했다”란 신성한 진리가 섞음질을 당하여 모
독되어질 뻔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란 칙령을 의미한다. 
“이 사람과 그의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는 공개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믿음 안
에서 가까이 가려는 것 조차도 안된다, 그 이유는 행여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모독되어질 경우 영원한 저주 (구원 불가능) 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3:10, 에스겔 22:4, 시편 34:21,22.
12-14절.  “그리고 이삭은 그 토지에 씨를 뿌렸다”란 합리성에 나타
나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해에 
수백의 분량을 발견했다”란 풍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는 그를 축복하셨다”란 거기에 있는 사랑의 선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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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고 사람이 불어났고, 그
리고 계속해서 불어나 그는 심히 
위 해졌다.
14 그리고 그는 양떼를 많이 획
득했고, 목축떼도 많이 획득했다, 
그리고 많은 노복도 거느렸다. 그
리고 불레셋 사람들은 그를 부러
워했다.
15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의 시절에 그의 종들이 팟던 모
든 우물들을 불레셋 사람들은 틀
어 막고, 그리고 먼지로 채웠다.

16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로부터 떠나라. 그 
이유는 네가 우리보다 더 위 해
졌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이삭은 거기로부터 떠
났다, 그리고 그랄의 계곡에 천막
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
다.
18 그리고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시절에 팟었
던 물들의 우물들을 다시 팟다. 
그리고 불레셋이 아브라함이 죽
은 후에 그것들을 틀어 막았다. 
그리고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에 따
라 불렀다.

19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계곡에
서 팟다, 그리고 솟고 있는 물을 
거기서 발견했다. 
20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
의 목자들과 다투어, 말하기를, 

 “그리고 사람이 불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어나 그는 심히 위
해졌다”란 계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양떼를 많이 획득했고, 목축떼도 많이 획득했다”란 내
면의 선에 관하여, 그리고 외면의 선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많은 노
복”이란 거기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레셋 사람들은 그
를 부러워했다”란 지식들 중에서도 기억적 지식에만 있는 이들은 납
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5-17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절에 팟었던 모든 우물들을 불레셋 사람들은 틀어 막았다”란 지식
들 중에서도 기억적 지식 가운데 있는 이들은 신성으로부터 있는 내
면의 진리들을 기꺼이 알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그 진리들을 
말살하려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먼지로 채웠다”란 지상의 
것들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란 그 교리에 관해 주님께서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우리로부터 떠나라. 그 이유는 네가 우리보다 
더 위 해졌기 때문이다”란 내면의 진리들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
에 기억적 지식에만 머무는 이들은 내면적 진리들에 버텨낼 수 없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랄의 계곡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했다”란 그
분께서는 자신을 더 낮은 합리적인 것들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 즉 
내면의 외관으로부터 외면의 외관으로 향하셨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19, 시편 82:6, 요한복음 10:34,35, 누가복
음 22:30,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9:48.
18절.  “그리고 이삭은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버지 아
브라함의 시절에 팟었던 물들의 우물을 다시 팟다”란 주님께서는 고

인들과 더불어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여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것들을 틀어 막았다”란 지
식들 중에서도 기억적 지식에 있는 그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부정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불렀다”란 이런 
진리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불렀던 이름에 
따라”란 진리 속의 의미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7,8, 시편 146:7-9, 마태복음 25:34-36,40, 
이사야 48:1,2, 누가복음 1:31,32.
19-21절.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계곡에서 팟다, 그리고 솟고 있는 
우물을 발견하였다”란 내적 의미를 지닌 글자 의미에 관한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란 말씀의 글자 
의미 만을 인정하고 가르친 이들은 글자 의미 안에 여느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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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들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그들은 또다른 우물을 
팟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투었
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이름을 
싯나라고 불렀다.

22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이동했
다, 그리고 또다른 우물을 팟다, 
그리고 이 우물로 인하여서는 다
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다. 그리
고 그는 말했다, 이제는 여호와께
서 우리를 더 확장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토지에서 열매
를 많이 맺을 것이다.
23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브엘
-세바로 올라 갔다.
24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하
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리고 네 씨를 나의 종 아브라함 
때문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25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축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을 불렀다. 그리고 그의 천막을 
거기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
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팟다

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의미들이 반 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이 물들은 우리 것이다”란 그들이 진리 안에 
있음, 또는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
다”란 이웃을 향한 선행은 없는 채 믿음의 교리적인 것들에만 있으
면서 가르친 이들은 글자 의미 안에 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정
하는데, 그 이유는 내적 의미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아주 다르
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팟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투었
다”란 말씀에 내적 의미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존
재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이름을 싯나라고 불렀
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싯나”란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적
으로 간주함”, 즉 한층 더 강력하게 부정함이다. 
  참조 성서. 에스겔 47:9, 요한복음 4:10,14, 민수기 21:17,18.
22,23절.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이동했다”란 아직 더 낮은 것들
에로 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팟다, 그리고 이 우물로 
인한 다툼은 없었다”란 말씀의 글자 의미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다”란 그 결과로서 있는 진리에 관한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더 확장되게 하셨다”란 거기로부터 진리의 계속적인 증가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 갔다”란 이로부터 믿음 
속의 교리는 신성이었음을 의미한다.
24,2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셨다”란 
말씀의 글자 의미의 희미함에 관하여 주님께서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
께 있기 때문이다”란 신성은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도 있었음을 의
미한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란 인간과 더불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서도 선과 진리의 
증가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의 종 아브라함 때문에”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축했다”란 주님에 관한 의미와 표현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란 그로부터의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의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켰다”란 거기에 
있는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팟다”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로부터 끌어낸 교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05:5,6,26,42, 이사야 12:8,9, 49:3,6, 45:3,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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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의 동료 
아훗삿과, 군  장군 비골과 함께 
그랄로부터 그에게 왔다.
27 그리고 이삭은 그에게 말했
다, 무슨 일로 당신은 나에게 왔
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미
워했다, 그리고 나를 당신으로부
터 떠나게 했다.

28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
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아 왔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우리
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해놓자, 그
리고 우리는 너와  언약을 세워 
놓고 싶다.
29 너는 우리에게 악을 행치 말
라, 마치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
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했듯, 그리고 너를 평화롭
게 내어 보낸 것 같이 이다, 이제 
너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
이다.
3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먹
고 마셨다.
31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형
제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평화로이 떠났다.

스겔 37:21, 24 25, 마가복음 10:43-45, 마태복음 20:26-28, 누가
복음 22:27.
26,27절.  “아비멜렉이 그랄로부터 그에게 왔다”란 합리적인 것을 찾
는 믿음 속의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동료 아훗삿과, 그리고 
그의 군  장군 비솔”이란 그들의 믿음 속의 교리 중에서 으뜸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
은 나를 미워했다, 그리고 나를 당신으로부터 떠나라고 했다”란 글자 
의미에 집착한 이들이 말씀에서 내적 의미가 글자 의미에 반 되어 
있다하여 내적 의미를 부정하면서도 신성은 왜 원하는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8:9-13, 11:13,25,26, 계시록 19:11,13,14,19, 
시편 33:6, 누가복음 2:13, 시편 103:21, 148:2, 이사야 40:26, 
45:12, 열왕기상 22:19, 요엘 2:11, 스가랴 9:8,9, 이사야 8:4, 에스
겔 27:10,11, 이사야 24:21, 에스겔 38:4,15, 예레미야 51:2,3, 에스
겔 32:31,32, 누가복음 21:20, 열왕기하 17:16, 21:5, 23:4, 예레미
야 8:1,2, 19:13, 스바냐 1:4,5.
28,29절.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
었던 것을 보아 왔었다”란 말씀의 글자 의미 만을 고집하는 이들도 
글자 의미 안에 신성이 있음을 알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놓자, 우리는 
너와 언약을 세워 놓고 싶다”란 그들의 믿음 속의 교리적인 것들은 
그 자체만을 참작한다면 부정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너는 우리에게 악을 행치 말라, 마치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은 
것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를 평화롭게 떠나 보낸 것같이 이다”란 말
씀의 글자 의미에 집착한 이들이 말씀의 내적 의미에 폭력을 행사하
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의미에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란 말씀
의 내적 의미는 신성이었음을 의미한다.
30,31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란 함께 거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란 상호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계발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그의 형제에게 맹세하게 했다”란 진리의 
선 가운데 있는 이들과 더불은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그
들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평화로이 떠났다”란 그들
이 만족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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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그에
게 와서 자기들이 팟던 우물에 
관하여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
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물들을 
발견했습니다.

33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바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은 
오늘 날 까지 브엘-세바이다.

****************************
34 에서는 사십 년의 아들이었
다, 그리고 그는 헷 족속 브에리
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을 여인으로 데려 왔다.
35 그리고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
에게 영의 괴로움이었다.

32,33절.  “그 날에”란 그 상태를 의미한다. “이삭의 종들이 왔다”란 
합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팟던 우물에 관하
여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물들을 발견
했읍니다”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마치 물을 함유한 우물같기 때문
에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끌어내어진 교리적인 모든 것 안에는 내
면의 진리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내적 의미는 말씀의 각
각,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는 바 이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바라 불렀다”란 교리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확증된 진리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바”의 원어상의 뜻은 맹
세인바, 이는 확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은 브엘-세
바이다”란 확증된 진리로부터의 교리의 품질을 의미한다. “브엘-세
바”는 원어에서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다. “오늘날까지”란 상
태의 불멸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7:12, 창세기 21:30,31.

************************************************
34,35절.  “그리고 에서는 사십 년의 아들이었다”란 진리로부터의 자
연적 선에 관한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헷 족속 브에
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을 여인으로 데려 왔다”란 순수한 
진리 자체로부터가 아닌 또 다른 근원으로부터의 자연적 진리가 첨
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의 괴로움이었다”란 이런 근원
으로부터 제일 먼저 있게 되는 것은 슬픔임을 의미한다. 마치 아픈 
신체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앞서 쑤시고 아픈 과정을 겪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내적 의미 요약
  26장의 내적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세 등급들로 분류되는 
진리의 외관, appearances 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진리들과 
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지상에서의 신성한 진
리에 인접되어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존재 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
다.
  1-6절에서는 말씀의 내적 의미 중에서 보다 더 높은 등급 속의 
진리의 외관을 기술하고 있다. 이 등급 속의 외관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신성한 선과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외관 안에 
있지 않으면 신성한 선과 진리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고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7-13절). 
  보다 낮은 등급에서의 진리의 외관, 이것도 말씀의 내적 의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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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이삭은 늙었다, 그리고 그의 눈
은 어두워져서 그는 볼 수 없었
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자인 에
서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아들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를 보십시요.
2 그리고 그가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늙었다. 나는 내 죽음의 날
을 모르고 있다.
3 그리고 지금 네 무기들, 화살
통, 그리고 활을 가져 오라, 그리
고 들판으로 나가거라,
4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사랑하였
었던 맛좋은 음식을 만들어라, 그
리고 나에게 가져 오라, 그리고 
내가 먹고 내 혼이 내가 죽기 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5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했을 때 들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감을 가져오
기 위해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갔
다.
6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
곱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나는 

에 있는데, 이 등급 속의 외관들은 내적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일런
지 모른다. 14-17절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 후, 더욱 낮은 등급 속의 진리의 외관이 기술되는데, 이는 말씀
의 글자 의미이다. 이 안에 있는 진리의 외관은 외적 교회 속에 있
는 이들 일런지 모른다 (18-25절).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과의 결합이 있을런지 모른다 (26-33절).
  거기 안에서 선에 인접한 기억 속의 진리들에 관하여 (34,35절).

27
내적 의미 해설

1절.  “이삭은 늙었다”란 새로운 상태가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는 볼 수 없었다”란 합리적인 것이 신성과 더불
어 자연적인 것을 계발하기를 바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의 장자 에서를 불렀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에 한 애착, 
또는 생활로부터의 선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저를 보십시요”란 예견되
고 설비되었던 것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2-4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늙었다”란 상태가 임
박했음을 의미한다. “나는 내 죽는 날을 모르고 있다”란 자연적인 것
에서의 생명(소생,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지금 네 무기들, 화살통, 그리고 활을 가져 오라”란 에서로 표현된 
것, 즉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선에 관한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
리고 들판으로 나가거라”란 선한 기초가 있는 곳, 즉 교회 속의 선, 
마찬가지로 교리 속의 선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냥하여라”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내가 사랑했었던 맛좋은 음식을 만들어라”란 선으로부터 왔기 때문
에 유쾌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가져 오너라, 그리고 나는 
먹겠다”란 자기 것에 어울리게 함을 의미한다. “내 혼이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란 그의 생명에 첨가됨을 의미한다. “내가 죽기 전에”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소생하는 첫 상태를 의미한다. “네게 복을 빔”이
란 자연적인 선에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을 선물한다는 말이다. 
5-7절.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했을 때 들
었다”란 진리에 한 애착과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사냥하러 들
판으로 나갔다”란 선에 한 애착이 신성한 합리적인 것에 근접될 
것 같은 진리를 포획하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주님
께서 자연적인 진리에 관하여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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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버지가 네 형제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7 나에게 사냥감을 가져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맛좋은 음식을 만
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고, 그리
고 죽기 앞서 여호와 앞에서 너
에게 복을 빌겠다.

8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내 음
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따르라.
9 지금 (염소)떼로 가라, 그리고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 
오너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네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과 같은 음
식, 네 아버지를 위한 맛있는 음
식을 만들 것이다.
10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거라, 그리고 그는 잡수
시고, 그리고 그는 그가 죽기 전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

11 그리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12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보신다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
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 
올 것입니다.
13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네 저주는 내 위에 있게 
하마, 내 아들아. 오직 내 음성 
만에 귀기울이거라, 그리고 가서, 

다. “나는 네 아버지가 네 형제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말하기
를,”이란 주님께서 신성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이 선
에 한 애착을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에게 사냥감을 가져 오너라”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맛좋은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란 선의 진리로부터 오
는 유쾌한 것들, pleasant things 으로부터의 기쁨과 바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먹고...”란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복을 빌 것이다”란 그것에 의해서 결합
함을 의미한다. “내가 죽기 전...”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인 것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의미한다.
8-10절.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따르라”란 자연적 진리를 향하여 신성한 합리적
인 것 안에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된 바램과 기쁨을 의미한다.
 “지금 (염소)떼에게로 가거라”란 신성한 합리적인 것에 결합되지 않
은 자연적으로 길들여진 선에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란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음식과 같게 네 
아버지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란 그는 거기로부터 기분 좋
음을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가져 가거라, 그리고 그는 잡수실 것이
다”란 신성한 합리적인 것 속의 신성한 선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어
울리게 함을 의미한다. “그는 너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다”란 그것에 
의해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가 죽기 전...”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서 소생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6, 출애굽기 23:19, 34:26.
11-13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란 자연적 진리
에 관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란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적 측면에서
의 자연적 선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란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의 자연적 진리의 품질을 의미한다.
 “만일 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면...”이란 지각 중에서 가장 깊
은 등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속이는 자로 있
을 것입니다”란 질서에 외관상 반 되기 때문에 거절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나 자신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 올 것입니다”란 
분열, disjunction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란 신성한 진리로부터 지각함
을 의미한다. “네 저주는 내 위에 있게 하마, 내 아들아”란 거기에 
분열은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오직 내 음성에 귀기울이거라, 
그리고 가서, 나에게 가져 오너라”란 그 결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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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가져오너라.

14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가
져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
니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
과 같은 별미를 만들었다.
15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서 그녀
와 함께 있었던 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왔다, 그
리고 그것들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16 그리고 그녀는 암염소들의 새
끼들의 가죽들을 그의 손 위에, 
그리고 그의 매끈한 목에 입혔다.
17 그리고 그녀는 별미와 그가 
만든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

18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그
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나다, 너
는 내 아들 누구냐?
19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
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장자 에
서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
신 로 하였습니다. 일어나, 앉으
셔서, 그리고 제 사냥한 것을 잡
수시고, 당신의 혼이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20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너는 그것을 빨리 

이유가 자연적인 것은 그 결과로부터 보지만, 합리적인 것은 그 원
인으로부터 보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7:5,6, 41:7, 시편 55:21, 5:9, 누가복음 3:5.
14-17절.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어머
니에게 가져다 주었다”란 자연적 진리가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과 같은 별미를 
만들었다”란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의복을 가져 
왔다”란 선으로부터의 진짜 진리를 의미한다. “그 집에서 그녀와 더
불어 있었던...”이란 신성한 합리적인 것의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신
성한 선으로부터 있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란 진리에 한 애착, 또는 진리로부터 있는 
선한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암염소들의 새끼들의 가죽들”이란 잘 길들여진 선으로부터
의 외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입혔다”란 받는 
자질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매끈한 목에”란 분리시킨 
진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별미를 주었다”란 그로부터 즐거울 수 있는 것이 파
생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빵”이란 그로부터 선이 파생됨을 의미한다. 
“...그녀가 만들었던...”이란 이 선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었음을 의
미한다. “...야곱의 손에...”란 이것이 자연적 진리에 한 애착이었음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3:22,23, 출애굽기 22:26,27, 이사야 30:28, 
하박국 3:13, 예레미야 애가 1:14, 예레미야 28:11, 이사야 52:2, 미
가 2:3.
18-20절.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
여.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나다, 너는 내 아들 누구냐?”이란 이 
진리의 현존으로부터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자연적 진리가 관찰함을 
의미한다. “저는 당신의 장자 에서입니다”란 인간에게 속하는 진리가 
선 자체였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거듭나기 전의 인간에게 
있는 경우이다.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로 하였읍니다”란 순종을 
의미한다. “일어나, 앉으시고, 그리고 제가 사냥한 것을 잡수십시요”
란 이와같은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당신의 혼
이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요”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그것을 발견하였느냐? 내 아들아”란 속도가 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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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였느냐, 내 아들아?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느
님께서 그것을 만날 수 있게 하
셨기 때문입니다.
21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
다, 가까이 오기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내 아들, 참으로 내 아
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아야
겠다.
22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
고 그는 그를 만졌다, 그리고 말
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23 그리고 그는 그가 아닌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 같이 털
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24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는 참
으로 내 아들 에서이냐?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25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그리
고 나는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내 혼이 너에게 복을 빌 것
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먹
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포도주
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마셨
다.
26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기 바란
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나에게 키
스하여라.
27 그리고 그는 가까이 왔다, 그
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

른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느님께
서 그것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란 섭리를 의미한다.

21-23절.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란 이 자연적인 것에 관
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가까이 오기 바란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 
너를 만져보아야겠다”란 현존으로부터의 가장 깊은 지각을 의미한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란 자연적 선이 아니였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왔다”란 현존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만졌다”란 모든 지각을 의미한다. “만
짐, feeling”은 지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각, 또는 완전한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
이다”란 지적인 부분은 진리 속에 있는데 안쪽에 있고, 의지 부분은 
선에 속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경우인바 이들은 거꾸로 된 질서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란 바깥쪽이었던 의지 부분으
로부터 그것이 자연적 선이였다고 지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란 그 결과로 있는 결합을 의미
한다.
24,25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내 아들 에서이냐? 그
리고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란 외적인 형체로부터 그 자체가 자연
적 선이라고 믿는 자연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가져 오너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으리라”란 선을 통하여 자연적 진리 
자체와 합쳐지는 것을 열망함을 의미한다. “내 혼이 너에게 복을 빌
어야 겠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먹었다”란 먼저 선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란 그 뒤 
진리가 결합함을 의미한다. 

26-29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너
라”란 아직 더 내면으로 지각하는 등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아들
아 나에게 키스하거라”란 그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지 어떨런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와서,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란 현존함과 하
나로 묶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의복의 향취를 냄새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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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의복의 향취를 냄새 맡
았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
신 들판의 냄새 같다.
28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땅의 기름
진 것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29 백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에게 자신을 
굽혀 절할 것이다. 너는 네 형제
들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네 어
머니의 아들들은 너에게 자신을 
굽혀 절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는 저주를 받겠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30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끝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얼굴
로부터 나가자 마자, 그의 형 에
서가 그의 사냥으로부터 왔다.
31 그리고 그도 역시 별미를 만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일어나
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사냥
한 것을 잡수시고, 당신의 혼이 
저에게 복을 빌어 주소서.

다”란 그가 지각한 선의 진리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란 이리하여 있어지는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취는...”란 선의 진리로부터 감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판의 냄새 같다”란 진리에서 나오는 선
한 바탕으로부터 같이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이란 
신성으로부터 열매 맺고 번성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실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땅의 기름진 것들을...”이란 신성한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곡식의 풍성함...”이란 파생되어 나
오는 자연적인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new wine, 또
는 must)...”란 파생되어 나오는 자연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백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란 교회 속의 진리들, 또는 영적인 교
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굽혀 너에게 절할 것이
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너는 네 형제의 주인이 되라”
란 자연적 진리에 한 애착이 자연적 선에 한 애착을 능가하는 
듯 처음에 나타나는 지배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
이 자신을 굽혀 너에게 절할 것이다”란 진리에 한 모든 애착을 능
가하여를 의미한다. “너를 저주하는 그들은 저주될 것이다”란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는 분리되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란 자신을 합쳐지게 하는 자는 합쳐질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2:11,12, 85:10, 호세아 13:1,2, 열왕기상 19:18, 
스가랴 8;12, 학개 1:9,10, 시편 11:3, 신명기 33:28, 민수기 11:9, 
이사야 18:4, 호세아 6:4, 13:3, 14:5, 미가 5:7, 시편 83:2,3, 신명
기 32:2, 학개 1:10,11, 신명기 33:28, 호세아 14:5-7, 이사야 
24:6,7, 예레미야 31:11,12, 호세아 2:8,9, 2:20-22, 요엘 1:5,10, 
2:23,24, 3:18, 스가랴 9:16,17, 시편 65:9,13.
30-33절.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끝냈다”란 
이런 식으로 첫 결합이 결과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얼굴로부터 나가자 마자...”란 상태의 변화와 발달
(progression)을 의미한다.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왔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그것의 도착(arrival)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도 역시 별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
왔다”란 신성한 합리적인 것에 바람직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일어나
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소서”란 신성한 합리성
은 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 자체에 잘 어울릴 것임을 의미한다. 
“당신의 혼이 저에게 복을 빌어 주소서”란 거기에 결합이 있을 것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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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
리고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장자, 에서입니다.
33 그리고 이삭은 극도로 심히 
떨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사냥감을 사냥했고, 그리고 그것
을 나에게 가져왔고, 그리고 나는 
네가 오기 전 모든 것을 먹었고, 
그리고 복을 빌어 주었던 그는 
누구인가? 그렇다 그가 복을 받
을 것이다.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극도로 크게 소
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
지에게 말했다, 저에게, 저 또한 
복을 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
지시여.
35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동생
이 속임수로 와서 네 복을 빼앗
아 갔다.
36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의 이
름이 야곱이라 불리운 것이 합당
하지 아니하니이까? 그리고 그가 
나를 두 번째 속였습니다. 그는 
내 생득권을 뺏었고, 그리고 지금 
그는 내 복을 가로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께서는 저를 위
하여 복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
까?
37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답하
여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그를 
네 주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
든 그의 형제를 나는 그에게 종
으로 주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나는 그를 떠받
치게 했다. 이럴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
냐 내 아들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이냐?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란 자연적 선과 파생된 
진리에 관하여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극도로 심히 떨었다”란 상태의 뒤집힘에 관해서 있는 큰 변
경(alter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사냥감을 사냥했
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 온 그는 누구인가?”란 그 진리에 관
하여 조회 해봄(inquisi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오기 전 
모두 먹었다”란 그것이 잘 어울려졌음(appropriated)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렇다, 그리고 그는 복 받을 것
이다”란 그것은 합쳐졌음, conjoin 을 의미한다.
34-40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란 자연적 선이 
신성한 선으로부터 관찰함(observation)을 의미한다. “그는 극도로 
크고 쓰라리게 울었다”란 상태의 뒤집힘에 관하여 그것의 큰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에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란 진리가 합쳐지기 이전 사라졌다 
할지라도 자연적 선이 결합을 갈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동생이 속임수로 왔다”란 질서가 뒤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복을 빼앗아 갔다”란 이런 방법으로 결합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불리운 것인가”
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나를 두 번씩 속였다”란 
질서가 뒤바꼈다를 의미한다. “그는 내 생득권을 빼앗았다”란 우선권
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지금 그는 내 복을 가로채 갔
다”란 결합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께서는 
저를 위하여 남겨두신 복이 없읍니까”란 이 앞의 상태에서 결합함에 
관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답하여 말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보
아라 나는 그를 너의 주인으로 만들었다”란 그 상태에서 그것이 지
배권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의 형제를 나는 그에
게 종으로 주었다”란 그 때에 진리에 한 애착에 선에 한 애착이 
외관상으로 종속시켜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나는 그를 떠받치게 했다”란 그것의 선과 진리를 의미함은 
이 앞의 해설과 같다. “그리고 이러할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아들아”란 이런 상태일 경우 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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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리고 에서는 그의 아버지에
게 말했다, 당신께서 빌어 줄 복
이 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나의 
아버지시여? 나에게도 또한 복을 
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시
여. 그리고 에서는 그의 음성을 
높혔다, 그리고 슬퍼했다.
39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답하여 말했다, 보아라 땅
의 기름진 것들 속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고, 위로부터 하늘의 이
슬 속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40 그리고 네 칼에 근거하여 너
는 살 것이다,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네가 
지배권을 가지게 될 때가 오면 
너는 네 목으로부터 그의 멍에를 
부술 것이다.
41 그리고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
미암아 그를 미워 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그의 심중에 말했다,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
다, 그리고 나는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42 그리고 그녀의 큰 아들 에서
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말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을)보내서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너에 
관련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
43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내 음
성에 귀기울여라, 그리고 일어나, 
너는 하란의 내 오라버니에게로 
도망하여라.

 “그리고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자연적 선이 관찰함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이 한 개의 축복 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여”란 이런 경우에서 자연적 선으로부터 인접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미한다. “저에게, 저에
게도 역시 복을 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란 비록 그것에 의
해서 진리가 합쳐졌다 할 때 조차에서도 자연적 선이 결합을 갈망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그의 음성을 돋구어 슬피 울었다”란 변
경됨이 한 발 짝 더 나아간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답하여 말했다”란 자연적 선은 
신성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자연적 선에 관해 지각함을 의미한다. “보
아라, 땅의 기름진 것들 속이 너의 거처이리라, of the fat things of 
the earth shall be thy dwelling”란 생명은 신성한 선으로부터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 속이, of the dew of 
heaven from above 너의 거처이리라”란 그것이 신성한 진리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칼에 근거하여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란 진리가 선에 합쳐지고 있는 한 외관상 선한 의지는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차 네가 지배권을 
가지게 될 때...”란 보다 앞선 위치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너는 
네 목으로부터 그의 멍에를 부술 것이다”란 그러면 결합은 선을 통
하여 있을 것이고, 진리는 선 속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41-45절.  “그리고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
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였다”란 자연적 선은 진리의 뒤집혀진 결합
을 혐오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가 그의 심중에서 말했다”란 
생각을 의미한다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
는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란 진리가 스스로 끌어낸 생명을 박탈
하고 정반 로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말해졌다”란 주
님께서 그분의 지상 시절 자연적 선의 목적, 또는 증오에 관하여 지
각하심을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보내서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진리에 한 애착이 신성한 진리를 
통한 유입으로부터 관찰함을 의미한다. “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
여서 너에 관련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란 상태를 정반 로 놓고 
진리 스스로 끌어낸 생명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은 내 음성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일어나
라...”란 아직 까지는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너는 하란의 내 오
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라”란 외적 또는 육체적 선에 한 애착
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무르거라”란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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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리고 네 형의 분노가 풀리
기 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머
물러라,
45 네 형의 분노가 너로부터 풀
리고 네가 그에게 했던 것을 잊
으면, 나는 거기로 (사람을)보내
서 너를 데려 오겠다. 어찌 하루
에 너희 둘을 잃어서야 되겠느
냐?
46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
했다, 나는 헷사람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만일 야곱
이 여인을 이 토지의 딸들 중에
서나 마찬가지인 헷의 딸들로부
터 데려온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삽니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란 상태가 거기로 되돌려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네 형의 분노가 너로부터 풀릴 때까지”자연적 선과 더불
은 상태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네가 그에게 한 것을 잊으면...”이란 지연됨으로부터 
획득된 습괸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보내서 거기로부터 너를 데려 
오마”란 그러면 끝남을 의미한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서야 
되겠느냐”란 이와 달리는 결합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8:17, 신명기 16:22, 예레미야 12:8, 호세아 
9:15, 마태복음 5:43-45, 이사야 34:2, 42:24,25, 63:3,6, 예레미야 
7:20, 21:5,6, 에스겔 5:13,15, 신명기 29:20-24.
46절.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란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
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읍니다”란 또다른 근원으로부터 자연적 진리에 첨가됨을 의미
한다. “만일 야곱이 여인을 헷사람의 딸들에서 데려 온다면...”이란 
자연적 진리는 그와 함께 연계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이 토지
의 딸들이나 마찬가지인...”이란 그 바탕으로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를 
의미한다. “무었 때문에 내가 삽니까?”란 그러므로 결합은 있지 않으
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7,9, 6:17, 7:15,22, 시편 27:13, 34:12, 시편 
36:9, 말라기 2:5, 예레미야 21:8, 신명기 30:20, 32:47.

내적 의미 요약
  이삭과 리브가가 취급되어진 앞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의 주제는 
합리적인 것, the rational,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 안
에서 합리적인 것을 신성으로 만드셨는가에 관하여 였다. 이 장의 
경우, 내적 의미에서의 주제는 자연적인 것, the natural, 그리고 어
떻게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것을 그분 자신 안에서 신성으로 만드셨
는지에 관하여서 이다. “에서”는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선, “야곱”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
께서는 그분의 전체 인간을 그분 자신 안에서 신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만드심에는 합리적인 것인 내면의 인간, 그리고 자연적인 것인 
외면의 인간, 또한 육체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서 이고, 이 질서에 따라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간, 또는 거듭나는 인
간을 만드신다. 그러므로 표현적 의미일 경우, 인간의 거듭남 중에서 
그의 자연적인 것에 관련되는 거듭남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런 표현적 의미에서 “에서”는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이고, “야곱”
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이다. 그럼에도 이 둘은 모두 신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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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가나안의 딸
들 중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2 일어나, 밧단-아람, 네 어머니
의 아버지 브드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
인을 데려와라.
3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열매 있게 하시고 너를 번
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아브라
함의 축복을 주시되, 너 그리고 
너와 더불은 네 씨에게 주시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토지 곧 네가 체류하는 토지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5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
냈다. 그리고 그는 밧단-아람으
로 가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아람 사람 브
드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6 그리고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낸 것, 거기에서 그에게 여인을 

다. 그 이유는 거듭나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
터 이기 때문이다.

28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렀다”란 주님께서 진리의 선에 관
한 품질을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결과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곰곰이 되새겨봄, 
reflection 그리고 그 결과로 지각함, perception을 의미한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데려오지마라”란 거짓과 악에 한 애
착과는 합쳐지지 않아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어나...”란 거기로부터 이 선은 승강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밧단-아람으로 가라”란 이와같은 진리에 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드엘의 집으로, 그리고 너는 거기
로부터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데려오라”
란 부수(2차)적인 외적 선, 그리고 합쳐져야 할 파생된 진리를 의미
한다. 
3-5절.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란 결합이 있음을 통하여 이 진리와 선이 시험됨을 의미한다. ”그리
고 너를 열매 있게 하시고 너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란 파생되어 
나오는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들이 된다
“란 풍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선과 진리가 신성 자체에 결합함을 의미한다. ”너에게 그리
고 너와 더불은 네 씨에게“란 선과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와 더
불어 를 의미한다. ”너는 네가 체류한 토지를 상속받게 해주실 것이
다“란 가르침들로부터의 생활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이란 신성으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란 명백해짐, manifestation 이 시작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밧단-아람으로 갔다“란 그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아람 사람 브드엘의 아들 라반에게“란 부수적인
(2차적인) 선들을 의미한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
버니“란 ”야곱“인 진리의 선과 더불어, 그리고 ”에서“인 선의 진리와 
더불어 어머니로부터 오는 친근성을 의미한다.
6-9절.  “그리고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보았다”란 “야
곱”인 진리의 선을 수단으로 결합하는 것에 관해 자연적 선이 생각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냈다”란 이 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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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오라 한 것, 그를 축복할 때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데
려오지 마라 한 것을 보았다.

7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와 그의 어머니에게 귀를 기울였
다, 그리고 밧단-아람으로 갔다.
8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이 그의 아버지의 눈에서 악이였
음을 보았다.
9 그리고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여인들로 본처들 외
에 넓이욧의 누이, 아브라함의 아
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데려
왔다.
****************************
10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로
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란을 향하
여 갔다.
11 그는 어떤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밤을 보냈다, 그 이유는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장소에서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의 베개로 놓
았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드러누
웠다.

12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다, 그
리고 땅 위에 사다리가 놓여 있
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는 하늘에 닿고 있었다. 그리

한 지식들을 통하여 명백해짐, manifestation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그에게 거기로부터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이란 진리에 한 
애착을 통하여 그것으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
서 그에게 명령해서, 말하기를”이란 결합이 결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이로부터 지각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란 그는 거짓과 악에 

한 애착과는 결합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귀를 기
울였다”란 순종과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밧단-아람으로 갔다”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불어넣어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서 악이
었음을 보았다”란 자연적 선이 지금까지 결합하고 있었던 그 진리에 

한 애착은 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견하시
고 섭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
엘의 딸 마할렛을 데려왔다”란 이 선이 신성한 근원으로부터의 진리
와 결합함을 의미한다. “여인으로 본처들 외에 느바욧의 누이”란 천
적 진리들에 한 애착이 더 내면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
10,11절.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나갔다”란 신성한 교리
적인 것들로부터 더 멀어진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란을 향하여 
갔다”란 외적 등급 의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는 어떤 장소를 발견했다”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
기서 밤을 보냈다, 그 이유가 해기 저물었기 때문이다”란 불명료한 
가운데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곳의 돌들을 가져 왔
다”란 그 상태의 진리들, 즉 자연적 인간 속의 진리들 (보다 낮은 등
급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의 베개로 놓았다”란 
가장 일반적인 자연 속의 것이 신성과 친 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 곳에 드러누웠다”란 그 상태의 평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3:6, 아모스 8:9,10, 이사야 40:20, 시편 
104:1,2,19,20, 여호수아 1:4, 출애굽기 22:26,27, 신명기 24:12,13, 
레위기 22:6,7, 신명기 23:10,11, 레위기 26:3,6, 이사야 11:6,7, 호
세아 2:18, 시편 3:5,6, 시편 4:8, 23:2,3.
12-15절.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다”란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다리가 땅 위에 놓여 있었다”란 가장 낮은 진리와 이 진리로부터 
파생된 선이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는 하늘에 닿
고”란 신성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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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다.
13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
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리고 이삭의 하느님 여
호와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토
지를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리고 네 씨에게 줄 것이다.
14 그리고 네 씨는 땅의 먼지 만
큼 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다
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흩뜨
려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그리고 네 씨 안에서 지면의 모
든 족속들이 복 있을 것이다.
15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
를 이 지면으로 도로 데려다 놓
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에게 말
한 것을 다 할 때까지 너를 떠나
지 않을 것이다.

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였다”란 무한하고 영원하게 소통함, 동시
에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승강이 있고 그 
후 순서가 역전 되어 하강함이 있는 것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란 가장 높으신 주님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여호와 이다”란 주님, 그분으로부터 선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이삭의 하느님”이란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주님을 의미한다. 
“네가 누워있는 토지,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란 그분이 있으
셨던 선, 그것은 그분 자신의 것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씨에게”란 진리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 자신이였던 것으로
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씨는 땅의 먼지 만큼 일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신
성한 진리는 자연적인 선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
고 너는 바다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란 선이 무한하게 확 될 것임
을,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란 진리가 무한하게 확 될 
것임을, 그러므로 선과 진리의 모든 상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안에서 지면의 모든 족속들이 복될 것이다”란 교리의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은 선과 합쳐질 것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씨 안에
서”란 ...그리고 진리들도 합쳐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란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란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를 이 지면으로 도로 가져다 놓을 것이다”란 신성한 교리
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란 그것이 결과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8:22, 13:1-3, 요한복음 8:38,39,41, 마태복음 
3:9,10, 누가복음 16:22-24,27,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출애
굽기 21:15,17, 레위기 20:9, 신명기 27:16, 에스겔 22:6,7, 신명기 
21:18,19,21, 마태복음 12:49, 23:8,9, 8:21,22, 열왕기상 19:19,20, 
말라기 4:5,6, 누가복음 1:17, 말라기 1:5,6, 시편 27:10, 
45:2,13,16, 신명기 10:15,16, 이사야 3:5-7, 레위기 21:9, 신명기 
21:11-13, 민수기 2:2,34, 민수기 24:5,6, 시편 109:14, 78:57, 레
위기 26:39, 이사야 14:21, 65:6,7, 예레미야 2:26,27, 6:21, 7:18, 
에스겔 5:9,10, 16:3, 마태복음 10:21,22,35-37, 누가복음 
12:49,52,53, 마태복음 19:29, 누가복음 18:29,30, 마가복음 
10:29,30, 누가복음 14:26, 마가복음 13:12,13, 누가복음 21:16,17, 
요한복음 8:42,44, 이사야 9:6, 예레미야 31:9, 말라기 2:10, 이사야 
63:16, 22:21-24, 사사기 17:10, 18:19, 열왕기하 6:21,22,  13:14, 
요한 복음 1:18, 5:18-39, 6:45,46, 8:19, 10:30,38, 1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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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장소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
르고 있었다.
17 그리고 그는 두려웠다, 그리
고 말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장
소인가! 여기는 하느님의 집 외
에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여기
는 하늘의 문이다.

18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자기 베개
로 놓았던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19 그리고 그는 이 장소의 이름
을 벧엘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성의 이름은 애당초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서약을 서원하
여, 말하기를, 만일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제가 

14:6-13, 14:21,23, 14:20, 17:11, 1:1-4,14, 1:15,26,27,30, 6:62, 
8:58, 13:3, 16:27,28, 17:4,5,24, 이사야 9:6, 마태복음 11:27, 
28:18, 요한복음 3:35,36, 5:22, 13:3, 16:15, 17:1,2, 17:10,11, 누
가복음 10:22, 요한복음 17:1-10, 이사야 43:5,6, 시편 107:2-4, 
이사야 49:12, 아모스 8:11,12, 예레미야 3:12,18, 16:15, 31:8, 이
사야 14:13, 14:31, 시편 48:1,2, 89:11,12, 스가랴 6:1-8, 예레미
야 23:8, 15:12,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13:29, 이사야 43:5, 
59:19, 45:6, 41:25, 예레미야 1:13-15, 4:6, 10:22, 6:1,22, 예레미
야 25:17-20,24,26, 46:6-8,10,20,24, 47:2, 50:3, 50:9,41, 51:48, 
에스겔 38:14-16, 39:1,2,4,5, 스가랴 2:6,7, 다니엘 4,5,9, 
11:1-45.
16,17절.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잠에서 깨어났다”란 계발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곳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
란 이 상태에서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란 불명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다”란 신성시 되는 변화, sacred alteration 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가”란 이 상태가 
신성함, sanctitiy of the state 을 의미한다. “여기는 하느님의 집 외
에 다른 것은 없다”란 질서의 최말단,ultimate 에 있는 주님의 왕국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란 질서가 마감되는 최
말단을 의미한다. 이 최말단을 통하여 가상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부터의 입구가 있다.
18,19절.  “그리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계발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돌을 가져왔다”란 진리를 의미한다. “그가 그의 베
개로 놓았던...”이란 신성과 소통되었던 가장 일반적인 자연 속의 진
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란 거룩한 경계, 
boundary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란 가
장 일반적인 자연 속의 진리를 파생되게 한 거룩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장소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다”란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성의 아름은 애당초 루즈였다”란 이전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창세기 31:44,45,51,52, 이사야 19:18-20, 출애굽기 24:4, 신명기 
16:21,22, 호세아 10:1,2, 열왕기상 14:22,23, 열왕기하 17:10, 
18:4, 출애굽기 34:13, 신명기 7:5, 12:3, 출애굽기 23:24, 예레미야 
43:13, 에스겔 26:11, 창세기 31:13, 35:14.
20-22절.  “야곱이 서약하여 말하기를”이란 섭리의 상태를 의미한
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걷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이란 계속적인 신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에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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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먹을 빵과 입을 
의복을 주시고,
21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
로 평화로이 되돌아 간다면, 여호
와께서는 저에게 하느님이실 것입
니다.
22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주실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저는 당신에게 
십일조로 바칠 것입니다.

을 빵을 주시고”란 신성한 선과 결합하는 것조차도 를 의미한다. “그
리고 제가 입을 의복을...”이란 신성한 진리와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화로이 되돌아 간다...”란 완전
한 합일, union 에 까지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하느님이실 것입니다”란 신성한 자연적인 것 역시 여호와임을 의미
한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란 최말단의 진리를 의미한다. 
“하느님의 집일 것이다”이란 질서의 최말단에 있는 주님의 왕국, 이 
왕국 안에 보다 더 높은 것들의 집이 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저는 당신에게 십일조로 바치겠읍니
다”란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나, 세
부적으로나 신성으로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 “주심”이 주님에 관련하
여 서술될 경우, 이는 그분이 그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십분의 일”
이란 인간의 내면들 안에 주님에 의해 저장되어진 선들과 진리들이
다. 그리고 이 선들은 “아겨두신 것들, remains”라 불리운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6:62, 13:3,33, 16:5,7,16,17, 16:28,

내적 의미 요약
  최고 높은 의미에서 28장은 주님을 취급하고 있다, 즉 어떻게 그
분께서는 그분의 자연적인 것을 진리 측면, 그리고 선의 측면, 모두
에서 신성으로 만들기를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결
과되게 한 수단들이 일반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적 의미
일 경우, 이 장은 어떻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가, 또는 인간의 
자연적인 것을 진리와 선의 측면에서 새롭게 만드시는가를 취급한다. 
이에 한 일반적 과정이 위 주님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다. (1-10절)
  내적으로 최고 높은 의미에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질서의 최말단으
로부터의 진리에 관련되는 그분의 자연적인 것을 신성으로 만들기를 
시작하셨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께서는 중재, 
intermediates 하는 수단이 설비되게 하셨고, 그리고 각각의 것들 그
리고 모든 것들이 처음이신 분, 즉 그분의 신성 자체와 합쳐지도록 
하셨다. 그러나 내적 표현적 의미일 경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것을 질서의 최말단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가에 해서 
이다. 이를 위해 중재하는 수단을 설비하셨는데 그것은 합리성이다. 
이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거듭나는 인간의 자연적인 것을 그분 자신
에게 합쳐지게 한다. (11-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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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야곱은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에
로 갔다.

2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들
판에 샘이 바라보였다, 그리고 거
기에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있었다. 그 이유가 이 우물로
부터 그들은 가축떼에게 물을 먹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돌이 
우물의 아구 위에 있었다.
3 그리고 모든 가축떼가 그리로 
다 모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
의 아구로부터 돌을 굴려 내었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
리고 그들은 우물의 아구에 그 
돌을 다시 굴려 놓았다.

4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말했
다, 나의 형제여 너희들은 어디에
서 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했
다,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이요.
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
냐?
6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를 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평안하시냐?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평안하오. 그리고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
께 오고 있다.

29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야곱은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란 자연적인 것의 승강
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쪽의 아들들의 토지에로 갔다”란 사랑의 진
리들에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하 4:30, 예레미야 49:28,29, 마태복음 2:1,2, 민
수기 24:17, 23:7, 이사야 11:13,14, 에스겔 25:3,4, 사사기 6:3.
2,3절.  “그리고 그는 보았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물이 보
였다”란 말씀을 의미한다. “들판에”란 교회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었다”란 교회들의 거룩한 
것들과 교리적인 것들 속의 거룩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 
우물로부터 그들은 가축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다”란 기억적 지
식이 거기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돌이 우물의 아
구에 있었다”란 말씀이 닫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가축떼가 그리로 모두 모였다”란 모든 교회들과 그들
의 교리적인 것들이 말씀에서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은 그 돌을 우물의 아구로부터 굴렸다”란 그들이 말씀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란 말씀에서 교리가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우물의 아구에 다시 굴렸다”란 한 
동안 말씀이 닫혀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9-11, 마태복음 13:14,15, 요한복음 
12:40,41.
4-6절.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내 형제여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인가?”란 거기에 선행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근원으로부터인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이오”란 공통의 줄기로부터의 선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는
가?”란 그들은 이 줄기로부터의 선을 가지고 있는가?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를 안다”란 확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평안하뇨?”란 이 선은 주님의 
왕국으로부터가 아닌가?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평안
합니다”란 확실함을 의미한다. “보라 그의 딸 라헬”이란 내면의 진리
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양떼와 함께 오고 있다”란 내면의 교리적
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7, 32:17,18, 33:7,8, 52:7, 54:10,59:8, 예
레미야 16:5, 25:37, 28;9, 29:11, 학개 2:9, 스가랴 8:12,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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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아직
까지는 날이 아주 좋은 바, 이는 
가축을 모아 들일 때가 아니다. 
너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
고 가서 그들을 먹이라.
8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 가축떼가 다 모일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들이 우물의 아구로부터 돌을 굴
린다. 그 다음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9 그가 그들과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것
인 양떼와 함께 왔다, 그 이유가 
그녀는 여 목자였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양떼
를 보았을 때, 야곱은 가까이 다
가 왔다, 그리고 우물의 아구로부
터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의 어
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양떼에
게 물을 먹였다.
11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키스
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높혀 
울었다.
12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
는 그녀의 아버지의 여동생, 리브
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
에게 말했다.
13 그리고 라반은 그의 여동생의 
아들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듣자 
그를 만나러 달려갔다, 그리고 그

37:37, 누가복음 10:5,6, 요한복음 14:27, 16:33, 민수기 6:26.
7,8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아직까지는 날이 아주 좋다”란 
지금 상태가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가축을 모아들일 때
가 아니다”란 교회 속의 선들과 진리들과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
은 아직까지는 하나로서 모여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너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그들을 먹이라”란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부터 가르쳐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가축떼가 다 모아질 때까지 그
렇게 할 수 없다”란 그들은 함께 있어야 한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우물의 아구로부터 굴린다”란 이러므로 해서 말씀 속의 
것들이 들추어내짐을 의미한다. “그다음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란 그다음 그들은 가르쳐진다 를 의미한다. 
9-11절.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이란 이 때의 경우에
서 생각함을 의미한다. “라헬이 양떼와 더불어 왔다”란 교회 속과 교
리 속에 있는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녀의 아버지
의 것”이란 근원 측면에서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녀
는 여 목자이였기 때문이다.” 란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이 말씀 속
에 있는 것을 가르친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되
었다”란 근원 측면에서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양떼”란 교회 그리고 그 교
회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야곱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물의 
아구로부터 돌을 굴렸다”란 주님께서 자연적 선으로부터 말씀의 내
면에 관한 것을 여셨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
니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키스했다”란 내면의 진리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드높여 울었다”란 사랑의 열정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6:37
12,13절.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는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 brother 
이라고 말했다”란 “야곱”인 선과 “라반”인 선은 인척 관계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란 이 인척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내면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그의 여동생의 아들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듣자...”란 연계된 
선에 관하여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다”란 동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란 애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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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
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모든 말을 했다.
14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말했
다, 너는 정녕 내 뼈요 내 살이
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한 달
을 지냈다.
15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
다, 네가 내 친척이라 해서 네가 
아무 가도 없이 봉사하느냐? 
무엇이 너의 가인지 나에게 말
하라.

16 그리고 라반은 두 딸을 가졌
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그리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
었다.
17 그리고 레아의 눈은 약했고, 
그리고 라헬은 모습이 아름다웠
고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웠다.

18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저는 당
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칠 
년을 봉사하리이다.
19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
다 너에게 주는 편이 더 낫다. 나
와 함께 있으라.
20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키스했다”란 애착으로부터 오는 결합이 시작됨, iniitiation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모든 말들을 했다”란 진리들로부터 를 의미한다.
14,15절.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정녕 내 뼈요 내 살이다”란 
진리들에 관해서와 선들에 관해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냈다”란 삶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내 친척이기 때문에...”란 그들은 
선으로부터 혈육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댓가도 없이 봉사하느냐? 너의 한 댓가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란 
결합이 반드시 수단이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8:11, 66:14, 예레미야 애가 4:7,8, 에스겔 
24:3-5,10, 미가 3:1-3, 에스겔 37:1,3-8,10, 시편 22:14,17,18, 
35:9,10, 61:8, 출애굽기 12:46, 민수기 9:12, 예레미야 8:1,2, 에스겔 
6:5, 열왕기하 23:14,16,20, 민수기 19:16,18, 마태복음 23:27,28, 요한복
음 6:51-56, 58, 에스겔 11:19, 36:26, 시편 63:1, 84:2, 이사야 9:20, 
49:26, 예레미야 19:9, 스가랴 11:9, 레위기 26:28,29, 계시록 19:17,18, 
에스겔 39:17-20, 요한복음 1:12,13, 1:14, 이사야 66:23, 계시록 22:1,2, 
민수기 3;15,40, 신명기 21:11,13.
16,17절.  “라반은 두 딸을 가졌다”란 공통의 줄기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
의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다”란 그것의 
품질과 더불은 외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란 그것의 품질과 더불은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의 눈은 약했다”란 외적 진리에 한 애착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은 모습은 아름다웠고 바라보기
에도 아름다웠다”란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은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다룸을 의미한다. “모습, form"의 의미는 본질, essence 이고 ”바라 봄, 
look"은 본질로부터 파생된 아름다움, beauty 을 의미한다.
18-20절.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란 내적 진리를 향하여 선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칠 
년을 봉사하리이다”란 내적 진리와 합쳐지기 위하여 연구함, 동시에 거룩
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더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란 이 선과 더불어 내적 진리를 통하여 
결합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봉사했다”란 성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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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년을 봉사했다, 그리고 그 세
월은 그가 가졌던 그녀에 한 
사랑 때문에 며칠에 불과한 세월
로 여겨졌다.
21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
다, 나에게 나의 여인을 주십시
오, 내 날들이 다 찼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올 것
입니다.
22 그리고 라반은 그 곳의 모든 사
람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
다.
23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는 그
의 딸 레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리고 그는 그녀에게 왔다.
24 그리고 라반은  그의 하녀 질
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그녀의 
하녀로 주었다.
25 아침이 되자 그것은 레아였
다.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말했
다, 나에게 한 이런 처사는 체 
무엇입니까? 나는 라헬을 위하여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26 그리고 라반은 말했다, 이곳
에서는 큰 딸에 앞서 작은 딸을 
주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27 이 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우
리는 너에게 그녀 역시 주겠다, 
너는 칠 년을 다시 나에게 봉사
해야 한다.
28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여인으로 그의 딸 
라헬을 주었다.
29 그리고 라반은 그의 딸 라헬
에게 그의 하녀인 빌하를 그녀의 

“그리고 그 세월은 그가 라헬에 한 사랑 때문에 며칠에 불과한 세월로 
여겨졌다”란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

21-24절.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다, 나에게 나의 여인을 주십시요”
란 일반적인 선으로부터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과의 결합이 지금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내 날이 다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올 것입니다”란 지금 의문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그곳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다”란 이 상태 속의 
모든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란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란 아직까지는 상태가 불명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딸 레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왔다”란 아직까지는 외적 진리에 한 애착
과 만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그녀에게 자기의 하녀 질바를 주어서 그의 딸 레아의 
하녀가 되게 하였다”란 부수적인 수단들인 외적인 묶음들 또는 외적인 
애정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22:30, 마태복음 26:29.
25,26절. “아침이 되었다”란 그 상태에 있는 계발을 의미한다. “보라 그것은 
레아였다”란 외적 진리와 결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말했다, 나에게 한 이런 처사는 체 무엇입니까?”란 분개함을 의미한다. 
“나는 라헬을 위하여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란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을 위해 애써왔음을 의미한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란 더 크게 
분개함을 의미한다.
 “라반이 말했다, 이 곳에서는 ... 행동은 하지 않는다”란 상태가 그와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큰 딸에 앞서 작은 딸을 주는 것”이란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이 외적 진리에 한 애착 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7-30절.   “이 주간을 채워라”란 애씀의 계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그녀 역시 주겠다, 너는 칠 년을 더 나에게 봉사해야 한다”란 그런 
다음 애씀이 가득한 상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주간을 채웠다”란 이에 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의 딸 라헬을 여인으로 주었다”란 지금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과 선이 결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하녀 빌하를 그녀의 하녀로 주었다”
란 묶음 또는 부수적인 수단들인 외면의 애착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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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로 삼게 주었다.
30 그리고 그는 라헬에게도 왔
다, 그리고 그는 레아 보다 라헬
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게 
칠 년을 더 봉사했다.
3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분은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리고 
라헬은 불임이었다.

32 그리고 레아는 임신해서 아들
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그렇
게 부른 까닭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
에 라고 그녀가 말해서였다.

33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
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
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 
받은 것을 들으셨기에 나에게 이
것 역시 주셨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라헬에게도 왔다”란 내적 진리에 한 애착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역시 레아 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란 외적 진리 
보다 내적 진리를 더 사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또 다른 
칠 년을 봉사했다”란 거룩한 애씀을 의미한다.
3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란 주님의 예견과 섭리를 의미한다. 
“레아가 미움받았다”란 외적 진리에 한 애착은 신성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바 그만큼 덜 귀여워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의 태를 
여셨다”란 거기로부터 교회의 교리가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은 
불임이었다”란 내면의 진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2,14,16,17,21, 에스겔 47:13,21-23, 45:8, 민
수기 24:2-6, 출애굽기 12:41, 28:9,10,12, 39:6,7, 민수기 17:2-8, 계시
록 7:4-8, 신명기 122;3,4, 여호수아 3:11-13, 4:3-9, 열왕기상 
18:31,32, 마태복음 24:30, 계시록 1:7.
32절.  “그리고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에 이르러 있게되는 영적인 임신과 출생을 의미한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란 그에 관한 품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 이는 최고 높은 의미에서 
예견, 내적 의미에서 믿음, 내면의 의미에서 이해함, 외적 의미에서 보는 
것, 그리고 현재의 경우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을 의미한다. “내 고뇌”란 
선에 도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내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란 여기에서 진리의 믿음이 유래될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8:15-17,20, 39:8-14, 레위기 8:7,8, 민수기 
27:18,20,21, 사무엘상 28:6, 민수기 21:8,9, 요한복음 3:14,15, 이사야 
6:9,10, 에스겔 12:2, 이사야 30:9,10, 9:2, 29:10, 28:7, 32;3, 33:17, 
마태복음 5:8, 18:9, 13:16,17, 요한복음 12:40, 6:36,40,46,47, 1;18, 
12:45,46, 14:17-19, 9:39-41, 누가복음 8:10, 9:27, 마가복음 9:1, 누가
복음 17:22, 24:30,31.
33절.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란 외적인 
것들로부터 더 내면적인 것들을 향하여 있는 영적인 임신과 출생을 의미한
다.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섭리를, 내적 
의미에서 믿음에 관한 의지를, 내면의 의미에서 순종을, 외적 의미에서 
들음을, 현재의 경우 주님 만으로부터 있는 의지에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내가 미움 받은 것”이란 의지가 믿음에 상응되지 않을 경우, 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 역시 주셨다”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7:5, 요한복음 5:25,28, 10:2,3,16, 18:37, 누가복
음 16:29,31, 마태복음 13:13-17, 요한복음 12:40, 이사야 6:9, 마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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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
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
고 말했다, 지금 이번에는 나의 
남자가 나에게 굳게 결합 할 것
이다. 그이유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
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
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
고 그녀는 말했다, 이번에 나는 
여호와를 고백할 것이다. 그러므
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함으
로부터 잠자코 있었다.

8:17,18, 누가복음 8:10, 이사야 35:5, 29:18, 42:18, 43:8, 32:3, 
30:20,21, 33:15,16, 에스겔 12:2, 이사야 48:8, 50:4,5, 55:2,3, 예레미야 
6:10, 7:23,24,26, 9:20, 35:15, 에스겔 3:10, 23:25, 스가랴 7:11,12, 
아모스 3:12, 출애굽기 21:5,6, 신명기 15:17, 마태복음 13:9,43, 마가복음 
4:9,23, 7:16, 누가복음 8:8, 14:35, 계시록 2:7,11,29, 3:13,22, 이사야 
37:17, 다니엘 9:18, 시편 17:6, 71:2, 143:1, 예레미야 애가 3:55,56, 
시편 102:1,2, 창세기 49:3,4,5-7.
34절.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란 외적인 
것으로부터 더욱 더 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임신과 출생을 의미하
고 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이번에는 내 남자가 나에게 굳게 결합할 
것이다”란 최고의 의미에서 사랑과 자비를, 내적 의미에서 선행을, 외적 
의미에서 결합을, 현재의 경우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6:3,6, 예레미야 50:4,5, 스가랴 2:11, 이사야 14:1, 
마태복음 6:24, 말라기 3:2,3, 2:4,5,8,9, 신명기 30:20, 여호수아 22:5, 
열왕기하 18:5,6, 예레미야 13:11, 열왕기상 11:1,2.
35절.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란 외적인 
것에서부터 아직 더 내적인 것에 이르는데 있게되는 영적인 임신과 출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고백할 것이다”
란 최고의 의미에서 주님을, 내적 의미에서 말씀을, 외적 의미에서 말씀으
로부터의 교리를, 현재의 경우 사랑 속의 신성과 주님의 천적 왕국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으로부터 잠자코 있었다”란 지상으로부터 여호와 
또는 주님에게로 사다리를 수단으로 오름, ascent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2:1,4, 시편 75:1, 100:1-5, 이사야 51:3, 예레미야 
30:18,19, 시편 7:17, 42:4, 57:9,10, 69:30, 71:22, 100:4, 147:18, 
109:30, 79:13, 107:21,22, 레위기 7:11-13, 시편 50:14,23, 56:12, 
116:17,18, 요나 2:9, 창세기 49:8-12, 에스겔 37:15-28, 스가랴 
8:22,23, 이사야 11:12,13, 예레미야 23:5,6, 요엘 3:17,18,20, 스가랴 
12:4-10, 14:20,21, 말라기 3:1,2,4, 예레미야 31:23,24,27,31,32, 시편 
78:68,69, 요한복음 8:44, 이사야 3:8, 말라기 2:11.

내적 의미 요약 
  제 29장은 내적 의미에서 일 경우 주님의 자연적인 것이 “야곱”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즉 주님의 자연적인 것 안에서 진리의 선이 “라반”으로 
묘사된 선, 즉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있고 인척 관계이기도 한 이 선과 
어떻게 합쳐지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먼저 “레아”인 외적 진리에 한 
애착을 통하여, 그 다음 “라헬”인 내적 진리에 한 애착을 통하여 합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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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았다, 그
리고 그녀는 그의 언니에 비하여 
열심히 (더) 있었다. 그리고 야곱에
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들을 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죽
어있다.
2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었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너로부
터 뱃 속의 열매를 보류하시는 하느
님을 신하느냐?
3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내 하녀 빌
하를 보라, 그녀에게 오라, 그녀가 
내 무릎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
고 나는 그녀로부터 나까지도 건축
하리라.
4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하녀 
빌하를 여인으로 주었다, 그리고 야
곱은 그녀에게 왔다.
5 그리고 빌하가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6 그리고 라헬은 말했다, 하느님께
서 나를 판단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있다.
  이 후 레아에 의한 야곱의 네 아들을 수단으로 최고의 의미에서 외적 
진리로부터 내적 선으로의 승강이 묘사되고 있다. 표현적 의미일 경우, 
교회의 이런 상태, 즉 말씀 안에 있는 내적 진리들을 인정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로지 외적 진리만을 고집하는 교회의 상태이다. 이런 교회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내면적인 것들에로 승강한다. 처음에, 이 교회는 진리는 믿음 
속에 있다 라고 말한다. 그 다음, 이 진리에 의거한 실습이 있다. 그 결과 
선행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적인 사랑이 있다
 이러한 네 등급들이 레아로부터 출생한 야곱의 네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30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았다”란 
내면의 진리가 아직까지는 인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은 
그의 언니에 비하여 열심이 (더) 있었다”란 외적 진리가 인정되었던 
것같이 내적 진리가 인정되지 않음에 분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들들을 주시오”란 자연적 진리의 선으로부터 
내면의 진리들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
면 나는 죽어있다”란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냈다”란 자연적 선 쪽에서 분개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하느님을 신하느냐”란 그것은 불가능이
었음을 의미한다. “뱃 속의 열매를 보류하시는 분...”이란 이는 반드시 
내적인 것으로부터임에 틀림이 없다를 의미한다.
3-5절.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내 하녀 빌하를 보라”란 자연적 진리와 
내적 진리 사이에 있는 확인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오라”란 
이것과 함께 결합하는 자질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내 무릎에 
아이를 낳아 줄 것이다”란 내면의 진리에 있는 인정함으로부터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로부터 나까지도 건축할 것이다”란 
그것에 의해서 이 애착은 생명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하녀 빌하를 여인으로 주었다”란 확인된 
수단들이 인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빌하는 임신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란 영접과 
인정함을 의미한다.
6절.  “그리고 라헬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음성을 들으셨다”란 최고의 의미에서 공정과 자비를, 내적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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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아
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7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그
리고 빌하, 라헬의 하녀는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8 그리고 라헬은 말했다, 하느님의 
고투하심들을 가지고 나는 내 언니
와 맞붙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
라 불렀다.
9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출산함으로
부터 잠자코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
고 그녀의 하녀 질바를 데려왔다. 그
리고 그녀를 야곱에게 여인으로 주
었다.
10 그리고 레아의 하녀, 질바는 야곱
에게 아들을 낳았다.
11 그리고 레아는 말했다, 군 가 온
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가드
라 불렀다.

12 그리고 질바, 레아의 하녀는 야곱
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13 그리고 레아가 말했다, 내 복됨이
로다. 그 이유는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
14 그리고 르우벤이 을 수확하는 
날에 나갔다, 그리고 들에서 합환채
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

믿음의 거룩함을, 외적 의미에서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란 이 진리가 인정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16-18, 신명기 33:22, 예레미야 4:14,15, 
8:15-17, 에스겔 27:19, 아모스 8:13,14, 사무엘하 3:10, 17:11, 24:2,15, 
열왕기상 4:25.
7,8절.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빌하, 라헬의 하녀가 낳았다”
란 영접과 인정함을 의미한다.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이란 두 번째의 
일반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은 말했다, 하느님의 고투하심들을 가지고 나는 내 언니와 
맞붙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란 최고의 의미에서 권능을, 내적 의미에서 
승리가 있는 시험을, 외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을 수단으로 저항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21, 신명기 33:23, 사사기 5:18.
9-11절.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출산함으로부터 잠자코 있는 것을 보았
다”란 인정된 더 다른 외적 진리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하녀 질바를 데려왔다”란 확인된 합쳐지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를 야곱에게 여인으로 주었다”란 이것이 결합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바, 레아의 하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란 인정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레아가 말했다, 군 가 온다, A troop cometh ”란 최고의 의미에서 
전지 전능을, 내적 의미에서 믿음의 선을, 외적 의미에서 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가드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2:19, 35:15, 25:14, 호세아 4:9, 미가 7:13, 스가랴 
1:4,6, 계시록 14:13, 20:12,13, 22:12, 요한복음 3:19-21, 7:7, 8:39,41, 
13:17, 마태복음 5:16,19, 7:21-23, 누가복음 8:25-27, 마태복음 
7:24,26, 16:27.
12,13절.  “그리고 질바, 레아의 하녀는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란 
두 번째 일반적 진리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는 말했다, 내 복됨이로다 그 이유가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란 최고의 의미에서 영원을, 내적 의미에서 영원한 
삶의 행복을, 외적 의미에서 애정들의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14-16절.  “그리고 르우벤은 을 수확하는 날에 나갔다”란 믿음이 사랑과 
선행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들에서 합환채, dudaim 를 발견했
다”란 선행과 사랑 속의 진리와 선의 결혼적 사랑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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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15 그리고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바라건  나에게 네 아들의 합환채
를 주라. 그리고 레아가 라헬에게 말
했다, 네가 내 남자를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더냐,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의 합환채 역시 가져 가려드느냐? 
그리고 라헬이 말했다, 그러므로 그
는 이 합환채를 위해 너와 오늘 밤 
누울 것이다.
16 그리고 야곱이 저녁 무렵 들에서 
왔다, 그리고 레아가 그를 만나러 나
갔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내 아들
의 합환채를 가지고 당신을 빌려왔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그날 밤에 누웠다.

17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레아에게 
귀기울이셨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
해서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
았다.
18 그리고 레아는 말했다, 하느님께
서 나에게 내 보상을 주셨다, 그 이유
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자에게 주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
름을 잇사갈이라 불렀다. 
19 그리고 레아는 다시 임신했다, 그
리고 여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
았다.
20 그리고 레아가 말했다, 하느님께
서 나에게 신부 지참금을 기부하셨
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여섯 아들을 
그에게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녀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

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란 외적 진리에 한 
애착에 적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란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이 지각함, 
그리고 그것을 갈망함을 의미한다. “바라건  나에게 네 아들의 합환채를 
주라”란 결혼적 사랑에 관한 것은 상호적으로 번갈아서 합쳐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내 남자를 뺏은 일이 
작은 일이더냐”란 결혼적 바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합환채 역시 가져 가려 하느냐?”란 그러므로 자연적 선과 외적 진리와의 
결혼적 관계는 철회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이 말했다”란 동의함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밤 네 아들의 합환채를 위해 너와 누울 
것이다”란 결합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저녁에 들에서 왔다”란 진리의 선이 선의 상태에 있기는 
하나 자연적인 것에 한정되는 바 불명료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란 외적 진리의 측면에서 갈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와야 합니다”란 그와 함께 합져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저는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빌려왔기 때문입니
다”란 사전에 고려함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그녀와 누웠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13,14, 시편 81:13,16, 147:14, 예레미야 
12:10,12,13, 요엘 1:10,11,13, 에스겔 4:9,12,13, 계시록 6:5,6, 에스겔 
27:17, 신명기 8:8, 마태복음 3:12, 13:30, 아가 7:12,13.
17-18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레아에게 귀기울이셨다”란 신성한 사랑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고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란 영접과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 보상을 주셨다, 그 이유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란 진리의 신성한 선과 
선의 진리를, 내적 의미에서 천적인 결혼의 사랑을, 그리고 외적 의미에서 
상호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불렀다”
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19,20절.  “그리고 레아는 다시 임신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
게 낳았다”란 영접과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신부 지참금을 기부하셨다, 
이제는 내 남자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란 최고의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 자체와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내적 의미에서 천국적인 결혼을, 외적 의미에서 결혼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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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불렀
다.
22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라헬을 기
억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녀에게 귀기울이셨다, 그리고 그녀
의 자궁을 여셨다.
23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말했다, 하느
님께서 내 불명예를 거두어 들이셨
다.
24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셉
이라 불렀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다른 아들을 더하소서.

****************************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였다, 야곱
은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떠나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장소로, 
내 토지에로 갈 것입니다,

26 저에게 제가 당신에게 봉사해서 
얻은 내 여성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십시요, 그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
겨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27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바
라건  만일 내가 네 눈에서 은총을 
발견해왔었다면 나는 그것을 시험
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때문
에 나에게 복을 주셔 왔다.
2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보상을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9-11, 10:38, 이사야 63:15.
21절.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딸을 낳았다”란 이러한 모든 일반적 진리들에 

한 애착을 , 그리고 또한 선이 있는 믿음으로부터의 교회도 의미한다. 
“그의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22-24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는 그녀에게 귀기울이셨다,”란 예견과 섭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란 받아 들이고 인정하는 수용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란 영접과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불명예를 거두어 들이셨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
게 또다른 아들을 더하소서”란 최고의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인 것에 관련된 
주님을, 내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을, 또는 믿음으로부터의 선을, 그리고 
외적 의미에서 구원, 또한 열매맺음과 번성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22-26, 신명기 33:13-17, 48:5,16, 에스겔 
37:16,17,19,22, 요한복음 10:16, 스가랴 10:6, 아모스 5:4,6,15, 시편 
80:1-3, 81:2-5, 에스겔 47:13, 요한복음 16:13,14.

*************************************************
25,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였다”란 요셉으로 표현된 영적인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자연적 진리의 선이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있는  2차적인 선, collateral good에게 를 의미하는데, 이 
선을  수단으로 내면적인 것들의 결합이 있다. “나를 떠나 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내 장소, 내 토지에로 갈 것입니다”란 그 다음 합리성 속의 
신성과의 결합을 위해 자연적 진리의 갈망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저에게 제 가족을 주십시요”란 자연적인 진리에 한 애착은 자연적인 
것에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내 자녀”란 그로부터 파생된 진리도 마찬가
지로 소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제가 봉사해서 얻은...”이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가겠읍니다”란 신성한 합리성과
의 결합을 의미한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겨 왔는지 알 것입니다”
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땀흘려 일하고 애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1:2,4, 창세기 31;43.
27-30절.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란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
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바라건  만일 내가 네 눈에서 은총을 발견해 
왔었다면...”이란 강하게 끄떡임, inclination, 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시험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나에게 복을 주셔 왔다”란 섬김 
속에 있어 온 자연적인 것의 선을 위하여 신성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네 보상을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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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줄 것이다. 
29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
은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압
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물질이 
나와 더불어 있어 왔는지도 압니다.
30 당신이 제 앞에서 가졌던 것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
발적으로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
고 여호와께서는 제 발에서 당신에
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제 자신의 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31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을 주
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당신이 저를 
위하여 이 말을 행하시면, 나는 양떼
들에게 되돌아 가서, 그리고 먹이고 
관리할 것입니다.
32 오늘 저는 당신의 모든 양떼들을 
두루 통과하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얼룩지고 반점 있는 모
든 작은 가축, 그리고 어린 양들 중에
서 검은 것 모두, 그리고 염소들 중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들은 옮겨 놓
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의 
보상일 것입니다.
33 그리고 제 정의가 이튿날 나를 
위한 답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
이 제 앞에 저의 보상을 오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룩지지 않거
나 반점이 없는 염소들, 어린 양들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은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줄 것이다”란 단독으로 바랬던 것을 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겨 왔는지 
압니다”란 2차적인 선은 진리의 선에 관한 품질과 능력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물질이 나와 더불어 있었는지...”란 이것 
또한 신성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당신이 내 앞에서 소유했던 것은 매우 작았읍니다”란 2차적인 선은 그것
이 합쳐지기 전에는 메마른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돌발적
으로 다수가 되었읍니다”란 그 이후 열매 맺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 발에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셨읍니다”란 자연적인 것이 
소유했던 것은 신성으로부터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자신
의 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란 지금 그것 자신의 선은 거기로부
터 열매를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31-33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란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란 응답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저를 
위하여 이것을 하신다면 저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란 진리로부
터 인 것이 선의 부분으로 가져와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 양떼에게
로 돌아가서, 그리고 먹이고 관리할 것입니다”란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은 
실제에 응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저는 오늘 모든 당신의 양떼를 통과하여 갈 것입니다”란 그분께서 모든 
선의 품질을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거기에서 얼룩지고 반점이 있는 모든 
작은 가축을 옮긴다”란 그분의 것인 모든 선은 악(얼룩짐)과 거짓(반점)이 
섞여 있는 데에서 분리되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 양떼 사이에
서 모든 검은 것”이란 순진이 있는 인간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라반”
으로 의미된 선에 속해 있다. “그리고 염소 사이에서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들”이란 악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 진리의 모든 선은 그분의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보상일 것입니다”란 이것은 그분 자신으로
부터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정의가 저를 위한 답일 것입니다”란 그분께서 가지셨던 신성한 
거룩함을 의미한다. “이튿날”이란 영원히 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제 앞에 나의 보상을 오게 하리라 했기 때문...”이란 그분의 자기 자신인 
것을 의미한다.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지 않고 반점이 없는 것...”이란 
“라반”으로 의미된 선으로부터 있지 않는 것은 진리의 선에서 악과 거짓이 
혼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 양 중에서 검은 것”이란 순진의 
첫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가 훔친 것..”이란 그것은 그분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0:15, 누가복음 18:17, 이사야 11:6, 65:25, 누가
복음 10:3, 신명기 32:13,14, 이사야 16:1, 40:10,11, 요한복음 2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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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보라 내가 
네 말에 따르리라
35 그리고 그 날 그는 부분적으로 
색깔이 있고 반점 있는 수염소, 그리
고 얼룩지고 반점 있고, 흰색을 가진 
모든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 중에서 
검은 것 모두를 옮겼다, 그리고 그것
들을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
36 그리고 그는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
은 나머지 라반의 양떼를 먹였다.

37 그리고 야곱은 포플러 나무와 개
암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
한 가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
의 껍질을 벗겨 흰색이 나오게 하고 
가지가 흰색이 드러낸채 있게 했다.
38 그리고 그는 껍질 벗긴 가지를 
개천에 있는 물구유통에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양떼들을 마주 
보게 세웠다. 그리고 양떼들은 물을 
마실 때 흥분하였다,
39 그리고 양떼들은 막 기에서 흥
분하였다, 그리고 양떼들은 부분적
으로 색깔이 있고, 얼룩지고, 그리고 
반점 있는 것들을 낳았다.
40 그리고 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
했다, 그리고 양떼의 얼굴들이 라반
의 양떼에 있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
고 검은 것들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 만을 위한 가축떼들을 두
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라반의 양떼

1:29,36, 계시록 5:6, 6:1,16, 7:9,14,17, 12:11, 13:8, 14:1,4, 19:7,9, 
21:22,23,26,27, 22:1,3, 마태복음 24:42,43, 계시록 3:3, 16:15.
34-36절.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보라 내가 네 말에 따르리라”란 동의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날 부분적으로 색깔이 있고 반점 있는 수염소를 옮겼다”란 
흐트러져 있었고 라반의 선에 어울렸던 악들과 거짓들과 혼합되어 있었던 
선으로부터의 일련의 진리들이 분리되었다를 의미한다. “얼룩지고 반점 
있는 암염소 모두”란 악과 거짓에 혼합된 상태인 그들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 흰색을 가진 것”이란 진리를 의미한다. “어린 양 중에서 검은 
것 모두”란 순진 속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란 그것들이 진리들에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야곱 사이가 사흘 길이 뜨이게 하였다”란 그들의 
상태가 모두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나머지 라반의 양떼
를 먹였다”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는 합쳐질 수 있는 이러한 
선들과 진리들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43, 창세기 49:12, 시편 51:7, 계시록 1:13,14, 
3:4,5, 3:18, 6:9-11, 7:9,13,14, 15:6, 6:2, 19:11,14.
37-40절.   “그리고 야곱은 자기에게 포플러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가져왔
다”란 자연적 선에 적당한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암 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란 자연적 진리들로부터 파생되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색이 나오게 하고 가지가 흰색이 드러난채 
있게 했다”란 진리의 내면의 힘에 의해 질서적으로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껍질을 벗긴 가지를 개천에 놓았다”란  더 준비를 
함을 의미한다.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물 구유통에...”란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양떼를 마주 보게..그리고 양떼들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흥분했다”란 그들이 합쳐지도록 애착 조차도 열정을 냄을 의미한
다.
 “그리고 양떼는 가지에서 흥분을 했다”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부터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들은 부분적으로 색깔 있고, 얼룩지고, 그리
고 반점 있는 것들을 생산했다”란 그것에 의해서 자연적 선 자체는 “라반”으
로 의미된 중간에 위치하는 선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것들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했다”란 순진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의 얼굴들을 부분적으로 색깔 있는 것들을 향하도록 했다”란 
악과 거짓들과 더불어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검은 
것”이란 그런 종류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반의 양떼 안에서”란 “라반”으로 
의미된 선 안에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만을 위한 가축떼
를 놓았다”란 그분 자신의 권능에 의해 선들과 진리들을 분리하심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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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되도록 관리했다.

41 앞장 서 온 양떼가 흥분할 경우, 
야곱은 개천에서 양떼의 눈 앞에 가
지를 두어 가지 있는데에서 흥분하
게 하였다.
42 그리고 뒤따라 온 양떼들에게는 
가지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온 떼들은 라반의 것이고, 처음에 온 
떼는 야곱의 것이었다.
43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극도로 
크게 퍼트렸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양
떼들,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남종
들, 그리고 낙타들, 그리고 나귀들을 
소유했다.

31

1 그리고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 갔다. 그리
고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그는 
모든 그의 풍부함을 만들었다. 

2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보았

다. “그리고 그것들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란 “라반”으로 의미
된 선으로부터 절 적으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1:8, 
41,42절.  “앞장 서 온 양떼가 흥분하는 경우”란 자발적으로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개천에서 양떼의 눈 앞에 가지를 놓아, 가지에서 흥분하
도록 했다”란 그분 자신의 권능에 의해 불러 일으켜지고 합쳐지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중에 온 것들에게는 가지를 놓지 않았다”란 강제적으
로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중에 온 것들은 라반의 것이었다”란 자신의 애착과 자신의 
품질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뒤에 남겨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먼저 온 
것들은 야곱의 것이었다”란 자발적인 것들, 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있어
진 것들은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43절.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극도로 크게 퍼트렸다”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양떼를 소유했다”란 그 결과인 내면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종과 남종”이란 중간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낙타들, 그리고 나귀들”이란 외면과 외적으로 있는 선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앞 장에서, 레아로부터 얻은 야곱의 네 아들은 믿음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사랑 속에 있는 선으로 올라 감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에 관한 상태, 
또는 교회의 상태를 묘사했다. 30장에서, 라헬과 레아의 하녀들로부터, 
그리고 레아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로부터 얻게 되는 아들들은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 자연적 진리가 영적 선과 결합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 질서에서 인간의 거듭남은 결과를 보게 된다.
  이런 결합 후에 진리와 선이 열매 맺고 번성함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획득한 양떼로 묘사되고 있다.

31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말하기를,”이란 
“라반”에 의해 의미된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다시말해 자연적인 것 안에서 
주님에 의해 획득된 선에 비교되는 품질을 지닌 진리들을 의미한다. “야곱
은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 갔다”란 지금 “야곱”으로 의미되는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중간의 선으로부터 그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그는 부자가 되었다”란 그분은 그것을 
그분 자신에게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보았다”란 “야곱”으로 의미된 선이 물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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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보라 그는 예전 같지 않았
다. 

3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하
셨다, 네 아버지의 토지에로, 그리고 
네 출생지로 되돌아 가거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4 그리고 야곱은 보냈다, 그리고 라
헬과 레아를 그의 양떼가 있는 들판
으로 불렀다. 그리고 
5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
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는 예전과는 아주 딴판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왔다.
6 당신들도 아는 바, 나는 전력을 다
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7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
다, 그리고 내 보상을 열 번이나 바꾸
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가 나
에게 악행을 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는 않으셨다.
8 만일 그가 얼룩진 것들은 다 너의 
보상이다 라고 말하면 온 양떼가 얼
룩진 것을 낳았고, 그가 부분적으로 
색깔이 있는 것이 너의 보상이다 고 
말하면 온 양떼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는 것을 낳았다.
9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아
버지의 획득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10 그리고 그 양떼가 흥분하기 시작
했을 때 나는 내 눈을 들었고, 꿈에서 
보았다, 그리고 보라 양떼 위에 뛰어 
오른 수염소는 부분적으로 색갈 있
고 얼룩지고, 회색이었다.

때 이 선과 더불어 있는 상태의 바뀜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는 예전 
같지 않았다”란 비록 그것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고, 있다면 결합
(결혼)이라는 상태 뿐이나 야곱으로 의미된 선을 향한 상태는 변했음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란 주님께서 신성으로부터 지각하심을 
의미한다. “네 아버지의 토지로 돌아가거라”란 그분께서는 지금 신성으로
부터의 선에 자신이 더 가까워지게 해야할 것임을 의미한다. “네 출생지”란 
그분은 자신을 파생되는 진리에 향하게 하셔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란 그러면 그것은 신성일 것임을 의미한다.
4-13절.  “야곱은 (사람을)보내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렀다”란 지금 “야곱”으로 의미된 선에 의해 진리에 한 애착이 첨가됨, 
그리고 이 선이 떠날 때 적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그가 
나를 보는 것이 예전 같지 아니하였다”란 “라반”으로 의미된 선에서 상태가 
바뀜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셔 왔다”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신성으로부터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바, 나는 전력을 다해 너희 아버지를 섬겨 왔다”란 
그것은 그분 자신의 권능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내 삯을 열 번이나 방법을 
바꾸었다”란 그분께서 그분 자신에게 이 선 속의 것들을 적용했을 때 
그분을 향한 이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참으로 큰 변화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악행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았
다”란 더욱이 그것은 방해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룩진 것은 네 삯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모든 양떼는 얼룩진 것을 낳았다”란 그분의 자유, 그리고 그분의 자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님에 의해 선들에 인접해 있는 악들 조차도 가져 
가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부분적으로 색깔 
있는 것이 네 삯이다 라고 하면, 모든 양떼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는 것을 
낳았다”란 인접해 있는 것이 거짓인 경우도 위와 같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획득물을 거두어 가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란 이러한 것들은 신성으로부터였음을 의미한다.
 “양떼들이 흥분하는 때에...”란 그들이 합쳐지도록 하려는 애착의 열정을 
의미한다. “나는 눈을 들었고 꿈에서 보았다”란 자연적 선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양떼 위에 올라 탄 수염소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고,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들이었다”란 “야곱”으로 
의미된 자연적 선이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이와같은 것들에 감회시켜진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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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 나
에게 말하셨다, 야곱아.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여기 있나이다!
12 그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건  네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양떼 위에 올
라 탄 모든 수염소는 부분적으로 색
깔 있고 얼룩지고, 회색인 것을 보아
라. 그 이유는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했던 짓을 다 보아왔기 때문이다.
13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부었던 곳, 
네가 나에게 서원을 하였던 곳, 벧엘
의 하느님이다. 이 토지에서 빠져 나
가거라, 그리고 네 출생지로 돌아가
라.
14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이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15 우리는 아버지에게 외국인으로 
세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에 그
는 우리를 팔아 버렸고, 우리의 은을 
먹어 치웠다.
16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부
터 거두어 간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의 것이다. 지
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시오.
17 그리고 야곱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여인들을 낙타 
위에 올렸다. 
18 그리고 그는 모든 그의 습득물, 
그리고 그가 수집한 모든 그의 물질,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았던 것인 
그가 사들인 습득물을 챙겨서 가나
안의 토지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꿈에서 나에게 말하셨다, 야곱아.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여기 있나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 그리고 그 희미한 상태 
안에서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건  네 눈을 들어라”란 그분 자신이었던 것으
로부터 주의를 기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 위에 올라 탄 모든 수염소
는 부분적으로 색깔 있고,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임을 보라”란 이런 것들이 
소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라반이 너에게 했던 모든 짓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란 “라반”으로 의미된 선으로부터의 자기 자신, 이것은 
그 자체로부터 행동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나는 벧엘의 하느님이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네가 기둥에 기름부었던 곳”이란 진리의 선이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곳”이란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일어나라”란 승강을 의미한다. “이 토지로부터 빠져 나가거라”란 
이 선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출생의 토지로 돌아가거라”
란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14-16절.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답하여 그에게 말했다”란 진리에 

한 애착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지분이나 상속을 가지는것이 없지 않느냐?”란 “라반”으로 의미된 선으로부
터 그들이 분리되는 첫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외국인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고로 
그는 우리를 팔았다”란 그들이 그것에 더 이상 속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들 사이를 나쁘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은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란 만일 그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런 애착들로부터의 
진리들은 소멸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거두어 들인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 아들들의 것이다”란 모든 것들은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부터 였음을,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자신에게 가져온 것들 안으로 흘러 들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지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하신 것 모든 것을 행하시오란 
주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17,18절.  “그리고 야곱은 일어났다”란 “야곱”으로 의미된 선의 승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여인들을 낙타에 들어올렸다”란 
진리들의 승강, 그리고 여러 여인들로 의미된 것들에 한 애착의 승강, 
그리고 이것들이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질서 있게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은 그의 모든 물질과 그의 모든 습득물을 챙겨 
떠났다”란  라반의 것으로부터 파생된 선과 진리가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가 사들인 습득물”이란 다른 근원으로부터 이들에 의해 획득된 것들을 
의미한다.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았던 것”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토지에 계신 그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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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로 떠났다.
19 그리고 라반은 그의 양떼의 털을 
깍으러 나갔다. 그리고 라헬은 그녀
의 아버지의 것인 드라빔을 훔쳤다.
20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도망한다
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 바 
그는 아람 사람 라반의 심정을 훔쳤
다.
21 그리고 그는 자기와 자기가 가졌
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달아났다. 그리
고 그는 일어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길르앗 산을 향하여 놓
았다.

22 그리고 셋째날 야곱이 도망쳤음
이 라반에게 알려졌다.
23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그의 형제
들을 거느리고 칠일 길을 추격했다, 
그리고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합류
했다.
24 그리고 하느님께서 밤에 아람 사
람 라반에게 꿈에 오셨다, 그리고 그
에게 말하셨다, 너는 선이든 악이든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따라 잡았
다, 그리고 야곱은 산에서 그의 천막
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라반은 길르
앗 산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천막
을) 고정시켰다.
26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너는 내 심
정을 훔쳤다, 그리고 칼에 붙잡힌 포
로들 같이 내 딸들을 끌고 가버렸지 

이삭에게로 가기 위해”란 그분의 인간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목적에로, 합리성 속의 신성한 선과 합쳐지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19-21절.  “그리고 라반은 그의 양떼의 털을 깍으러 나갔다”란 선용의 
상태 그리고 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선이 “라반의 
양떼”이다. “그리고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의 것인 드라빔을 훔쳤다”란 
진리에 관련하여 라반으로 의미되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는 자기가 도망하는 것을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다”란 분리를 수단으로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심정을 훔쳤다”란 선에 
관련하여 라반으로 의미되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아람 
사람 라반”은 앞 장에서와 같은 신성한 진리와 선을 내포하지 않는 선을 
명시한다)
 “그는 자기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달아났다.”란 분리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란 승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란 결합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길르앗 
산을 향하여 놓았다”란 선이 거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5:19, 사무엘하 13:23,24, 호세아 3:4, 스가랴 10:2, 
사사기 17:5, 18:14,18,20,24, 사무엘상 19:13,16, 출애굽기 21:2,4, 신명
기 34:1,2, 사사기 5:17.
22-25절.  “사흘째 날에 라반에게 알려졌다”란 끝을 의미한다. “그가 도망
했다는 것”이란 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더불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란 잃어버린 
것들 신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추격했다”란 결합의 계속적
인 열정을 의미한다. “칠일 간의 길”이란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합류했다”란 그 근처에 얼마 정도의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밤에 꿈으로 아람 사람 라반에게 오셨다”란 이 선이 
그 자체로 남겨질 때 이 선은 희미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선이든 악이든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란 
서로 간에 어떤 친 한 관계가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았다”란 결합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야곱은 산에서 그의 천막을 고정시켰다”란 지금 “야곱”으로 의미된 
선 안에 있는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길르앗 산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천막을) 고정시켰다”란 얼마 정도의 이 결합 안에 
있는 이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26-30절.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란 서로 주고 받아 소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란 분개함을 의미한다. “너는 
내 심정을 훔쳤다”란 더 이상 신성한 선을 전과 같이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딸들을 끌고 가버렸다”란 전과 같은 진리에 한 애착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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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느냐?
27 어찌하여 너는 도망하려는 네 자
신을 감추었느냐? 그리고 나를 훔쳤
느냐?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
냐? 그리고 나는 너를 즐거웁게, 그
리고 노래하며, 소구치며, 그리고 하
프를 켜며 떠나 보냈을 것이다.
28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딸들
에게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
다. 지금 너는 어리석게 행동했다.
29 너에게 악을 행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
이 어제 밤 나에게 말하셨다, 말하기
를, 너는 선으로든 악으로든 야곱에
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30 그리고 이제 너는 가야하는 곳으
로 가라, 그 이유는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향하기를 갈망해왔기 때문이
다. 어찌하여 너는 내 신들을 훔쳤느
냐?

31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답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께서 무력으로 나
로부터 당신의 딸들을 데리고 갈까 
두려워 했기 때문입니다.
32 당신께서 당신의 신을 누구에게
서 찾든지 그는 우리 형제 앞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더
불어 있는 것을 뒤져보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가십시오. 그
리고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다.
33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천막으로 
왔다, 그리고 레아의 천막으로 왔다, 
그리고 두 하녀의 천막으로 왔다, 그
리고 그것들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레아의 천막에서 나가서 라헬의 천

의미한다. “마치 칼에 붙잡힌 포로 같이”란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버렸음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너는 도망하려는 네 자신을 숨겼느냐? 그리고 나를 훔쳤느냐?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란 분리됨이 자유로움에서 결과되었을지 
아닐지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즐거웁게, 노래하며 
떠나보냈을 것이다”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 쪽에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구치며 하프를 켜며”란 영적 선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너는 나로 내 아들과 내 딸들과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란 이 
선의 신조에 일치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분열을 의미한다. “지금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란 분개함을 의미한다.
 “너에게 악을 행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란 만일 그것이 능력을 지녔다면 
하고 분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하셨다”란 그것은 신성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말하시기
를, 너는 야곱에게 선으로든 악으로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란 친
한 관계 유지가 금하여졌음을 의미한다.
 “지금 너는 가야할 길을 가라”란 그것 자신으로부터 자체가 분리되도록 
행동함을 의미한다. “너는 네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것을 갈망해왔기 때문
이다”란 직접적으로 흐르는 신성한 선과의 결합을 갈망함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너는 내 신들을 훔쳤느냐?”란 진리를 잃어버렸기에 분개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13, 24:11, 35:10, 51:11, 51:3, 예레미야 7:34, 
25:10, 33:11, 48:33, 요엘 1;16, 스가랴 8:19.
31,32절.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답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께서 무력으
로 나로부터 당신의 딸들을 데리고 갈까 두려워 했기 때문입니다”란  
분리가 그 선의 자유 안에서 있어졌을 경우, 필시 진리에 한 애착은 
해를 당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당신이 당신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우리 형제 앞에서 살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란 이 진리는 그의 것 (라반)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진리는 그의 선 (야곱) 안에 내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을 뒤져보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가시오”
란 이 선 속의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다”란 그들은 내면의 진리에 한 
애착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33-35절.  “그리고 라반이 야곱의 천막으로, 레아의 천막으로, 두 하녀의 
천막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들을 찾지 못했다”란 그들의 거룩한 것들 안에
는 이런 진리들은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왔다”란 이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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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 왔다.
34 그리고 라헬은 드라빔을 가져다
가 그것들을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았다. 그리고 라반은 
모든 천막을 다 더듬어 나갔다, 그리
고 그것들을 찾지 못했다. 
35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
게 말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
지 못한다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 
이유는 제가 경수가 흐르고 있어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색했다, 
그리고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다.
36 그리고 야곱은 성을 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리고 야곱
은 라반에게 답하여 말했다, 내 잘못
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
기에 당신은 불같이 내 뒤를 추격하셨
습니까?
37 당신은 내 모든 집기들을 다 만져 
보았는데 당신은 당신 집의 집기 중 
무엇을 찾았습니까? 제 형제와 당신
의 형제 사이에 그것을 놓고, 우리 
둘 사이에 판가름 합시다.
38 저는 당신과 이십 년을 지냈습니
다. 당신의 양과 당신의 암염소들이 
그들의 새끼를 지우지 아니하였고, 
저는 당신의 양떼 속의 수양을 먹지
도 않았습니다.
39 저는 물려 찟긴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나는 그 손실을 
떠안았고, 낮에 도적을 당했든 밤에 
도적을 당했든 당신은 그것을 제 손
에 청구했습니다.
40 그러므로 저는 낮에는 더위가, 밤
에는 추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견
디었읍니다, 그리고 제 잠은 제 눈에
서 쫒겨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드라빔을 가져갔다”란 신성으로부터 있었던 내면의 자연
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낙타의 안장 안에 두었다”란 
기억적 지식들 안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앉았다”란 그들은 
내면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모든 천막을 다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지 못했다”란 그의 자신이었던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선 쪽으로 를 의미한다. 
“제가 당신 앞에서 일어날 수 없다 해서 내 주인의 눈에 분노하심이 있게 
하지 마세요”란 그들은 밝히 나타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인의 길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란 아직까지는 그들은 불결한 것들 
사이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수색했다, 그리고 드라빔을 발견하
지 못했다”란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36-42절.  “그리고 야곱은 성을 내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졌다”란 자연적
인 것의 열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답하여 라반에게 말했다,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은 이렇게도 불같이 저를 
추격하셨읍니까?”란 그분께서 자신을 분리하신 것은 악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당신은 내 집기들을 다 만져 보았는 바 당신은 당신 집의 집기들 중 
무엇을 찾았습니까?”란 선으로부터의 어떤 진리들도 그의 자신으로부터 
있었던 것은 없고, 모든 진리는 주어진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내 형제와 당신의 형제 사이에 놓고, 우리 둘 사이를 판결해봅시다”란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부터 판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십 년간 나는 당신과 함께 지냈읍니다”란 그분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당신의 양과 당신의 암염소는 제 새끼를 지우지 않았읍니다”란 선에 관한 
그것의 상태와 진리의 선을 의미한다. “당신의 양떼 속의 수양을 나는 
먹지 아니했읍니다”란 그분께서는 그의 것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져가신게 하나도 없으셨음을 의미한다.
 “물려 찢긴 것을 저는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읍니다”란 그분의 탓이 
아닌 악은 그 선과 함께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그 손실을 메꾸었읍니다”
란 선이 과오로 인한 악 속에 왔음을 의미한다. “내 손으로부터 당신은 
그것을 청구했읍니다”란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낮에 
도적을 당했든 밤에 도적을 당했든”이란 자아 공적 속의 악을 모두 의미한
다.
 “그러므로해서 저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어야 했고, 
제 로 잠을 청해 볼 수도 없었읍니다”란 시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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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는 당신의 집에서 이십 년, 십사 
년은 두 딸을 위해서, 육 년은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열 번씩 제 삯을 바꿨
습니다.
42 나의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
의 하느님,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당신은 저를 빈 손으로 내보내
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비참함과 내 손의 수고함을 보셨는 
바, 어젯밤 판결하셨습니다.

43 그리고 라반은 답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다, 그리
고 이 아들들은 내 아들들이다, 그리
고 양떼는 내 양떼이다,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딸들에게, 그들에게서 
출생한 그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4 그리고 이제 오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45 그리고 야곱은 돌을 가져왔다, 그
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
46 그리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돌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
은 돌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돌 무더
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
더기에서 먹었다.
47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 이
라 불렀다.

 “이십 년 동안 나는 당신 집에서 당신을 섬겼읍니다”란 그분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십사 년은 두 딸을 위해서”란 그분이 진리에 한 애착을 거기로
부터 자신에게 획득하시는 첫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육 년은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란 그 후 아마도 그분은 선을 획득하셨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 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란 그분께서 이런 선들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을 때 그분을 향한 그것의 상태를 의미한다.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이란 신성과 신성한 인간이 아니면 을 의미한
다. “필시 나는 지금 빈 손으로 내보내졌을 것입니다”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청구했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비참함과 내 
손의 수고함을 보셨고, 어젯밤 판결하셨읍니다”란 모든 것들은 그분 자신
의 권능으로 그분으로부터 이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3:7, 마태복음 10:5,6, 요한복음 21:15-17, 마태복
음 25:31-40, 에스겔 34:17, 레위기 17:15,16, 22:8, 출애굽기 22:30, 
에스겔 4:14, 44:31, 예레미야 5:5,6, 아모스 1:11, 요한복음 1:12,13, 
1:1-4,9, 1:18.
43절.  “그리고 라반은 답하여 야곱에게 말했다”란 희미한 지각의 상태를 
의미한다. “딸들은 내 딸이다, 그리고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양떼는 
내 양떼이다”란 진리에 한 모든 애착, 그리고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자기 자신이었다 라고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란 지각하는 능력, 지적인 자질 모두 역시 자기 자신이었다 라고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딸들에게, 그들에게서 출생한 그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란 그 자체 단독으로 감히 그것들을 
요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44-46절.  “그리고 이제 오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란 신성한 자연적인 것이 주변에 
있는 선, 즉 한쪽으로 려나 있던 이들, 또는 이방인들의 일들 속의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란 이런 
진리와 이 진리에서 파생되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일들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돌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은 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무더기를 만들었다”란 선으로부터 온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더기에서 먹었다”란 신성 속의 선으로부터 자기 것으로 됨, appropriation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3:31,34,35, 마태복음 25:40.
47-50절.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라고 불렀다”란 라반으로 
표현된 선 쪽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
다”란 신성한 자연적인 것의 선쪽에 있는 품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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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이 무더기
는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의 이름을 갈르
엣,
49 그리고 미스바라 불렀다. 그 이유
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동료
로부터 감추여진 사람일 것이나 여호
와께서 나와 너를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50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 한다면, 
그리고 만일 네가 내 딸들을 제치고 
여인을 데려 온다면, 우리들과 더불
은 사람은 없지만 보라 하느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서 증거하신다. 

51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이 무더기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
와 나 사이에 세운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이다, 그리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나는 악
을 위하여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너에게 건너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
고 너는 악을 위하여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나에게 오지마라.
53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
느님, 그들의 조상의 하느님께서 우
리 사이를 판결하신다. 그리고 야곱
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
을 두고 맹세했다.
54 그리고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
렸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불러 빵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빵을 먹었다, 
그리고 산에서 그 밤을 보냈다.
55 그리고 아침에 라반은 일찍 일어
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
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떠나 자

 “그리고 라반이 말했다, 이 무더기는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다”란 그렇게 영원히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그것의 품질도 의미한다.
 “그리고 미스바. 그 이유가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지켜보신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의 동료로부터 감추여진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란 교회 속에 있는 것에 관련하여 있는 분리를 의미한다.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 한다면, 그리고 네가 내 딸들을 제치고 여인을 
데려 온다면, 우리와 더불은 사람은 없지만...”이란 진리에 한 애착은 
교회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보라, 하느님이 나와 너 사이에서 
증거하신다”란 확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18-20, 여호수아 24:22-27, 계시록 11:3-7, 
11, 여호수아 22:28,34, 이사야 55:4, 계시록 1:5, 3:14, 출애굽기 31:18, 
32:15, 40:20, 25:22, 레위기 16:13, 민수기 17:4.
51-53절.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이 무더기를 보아라, 그리고 
이 기둥을 보아라, 이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것이다”란 결합을 의미한
다.
 “이 무더기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 기둥이 증거이다”란 확증을 의미한다. 
“나는 악을 위하여 이 무더기를 건너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니, 너도 이 
무더기를 건너 나에게 오지 마라”란 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흐를 것인지를 
규정하는 한계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리고 나홀의 하느님이 우리 사이를 판결하신다”란 
신성이 양쪽 모두에 흐름을 의미한다. “그들의 조상의 하느님”이란 최고의 
신성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확증을 의미한다. 이 상태
에서는 신성한 인간이 “경외 되는 분”이라 불리우고 있다. 
54,55절.  “그리고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불러 빵을 먹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빵을 먹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에서 온 밤을 보냈다”란 
평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에 라반은 일찍 일어났다”란 이 선이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계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에게 
키스했다”란 이러한 진리들을 인정함,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한 애착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란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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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리로 돌아갔다.

32

1 그리고 야곱은 자기 길을 갔다, 그
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
2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말했다, 여기는 하느님의 진영이다. 
그리고 그는 그 곳의 이름을 마하나
임이라 불렀다.

3 야곱은 자기에 앞서 특사를 에돔 
들판, 시날 토지로 그의 형 에서에게 
보냈다.

4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
렇게 말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합
니다. 나는 라반에게 붙어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5 그리고 나는 소와 나귀, 양떼, 그리
고 남종과 여종을 가졌습니다. 그리
고 나는 사람을 내 주께 보내어 말해
서 내 주의 은혜를 입고저 합니다.

일어나는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반은 떠났고, 그의 장소로 돌아 
갔다”란 라반에 의한 표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31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야곱과 그의 여인들에 의해 
표현된 선과 진리가 신성의 원 줄기에 직접 합쳐지기 위하여 “라반”으로 
의미된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또한 분리에 따른 양 쪽의 상태도 
취급되고 있다.

32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야곱은 자기 길을 갔다”란 진리가 영적이고 천적인 선과 
결합하기 위해 전진을 계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달려왔다”란 선으로부터의 계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여기는 하느님의 진영이다 
라고 말했다”란 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
라 불렀다”란 이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24:5,6, 요엘 2:10,11, 스가랴 9:8, 계시록 20:9, 
시편 27:3, 53:5.
3-5절.  “그리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에 앞서 특사를 보냈다”란 
천적 선과 첫 왕래함을 의미한다. “시날 토지로”란 자연적 선 속의 천적인 
것, celestial natural good 또는 첫 번째 천국, first heaven, 또는 가장 
바깥쪽 천국, the ultimate heaven을 의미한다. “에돔 들판”이란 파생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란 선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처음 인정함을 의미한다. “저는 
라반에게 머물었는데 지금까지 지체하였읍니다”란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라반”으로 의미된 선을 불어 넣으셨음을 의미한다.
 “나는 소와 나귀, 그리고 양떼,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가졌읍니다”란 이 
선이 획득한 것들을 순서 로 나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해서 내 주의 은혜를 입고저 합니다”란 그분의 상태에 
관하여 가르쳐짐, 그리고 또한 선 앞에서 진리가 짐짓 겸손해함, 부끄러워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3장 2,3, 사사기 5:4,5, 민수기 24:17,18, 이사야 
21:11,12, 창세기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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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특사가 야곱에게 돌아 왔
다,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형 에서
에게 갔습니다, 더구나 그는 당신을 
만나려고 사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
리고 오고 있습니다.
7 그리고 야곱은 극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혼돈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양떼
들, 그리고 목축들, 그리고 낙타들을 
절반씩 갈라서 두 진영으로 했다.
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일 에서가 
이쪽 진영으로 와서, 이쪽 진영을 부
수면, 남은 진영은 도망할 것이다.
9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오 나의 조
상 아브라함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오, 여호와시여, 저
에게 말하시기를, 네 토지, 네 출생지
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잘 
돌보아 주리라.
10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
에게 베푸신 모든 진실과 모든 자비
에 못미칩니다. 그이유는 제가 제 지
팡이만 지니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
데 지금은 두 진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바라옵건  저를 나의 형의 손으
로부터,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그가 와서 나와 
처자식들을 처부술까 두려워해서입
니다.
12 그리고 당신은 말하셨습니다. 나
는 반드시 너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씨를 셀 수 없는 바다
의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13 그리고 그는 그 밤을 거기서 보냈
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그의 수중에 있는 재물 중에
서 골랐다.

6-8절.  “그리고 특사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형 에서에게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읍니
다”란 선이 그 자체 잘 어울리기 위해서 계속 흘러 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란 그것의 상태는 지금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극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졌다”란 이는 자리가 
바뀔 경우 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그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양떼, 그리고 목축, 그리고 낙타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두 진영으로 
편성했다”란 에서로 표현된 선을 받기 위해 진리들과 선들이 준비되고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일 에서가 이쪽 진영에 와서 이 진영을 부순다면, 
저쪽 진영은 도망할 것이다”란 매 사건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9-12절.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느님, 오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여호와시여”란 준비와 배열이 거룩함을 의미한
다. “...저에게 말하시기를, 네 토지, 네 출생지로 돌아 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잘 돌보아 주겠다”란 신성한 선과 진리와 더불은 결합을 위하여 
를 의미한다.
 “저는 당신의 종에게 베푼 모든 진실과 모든 자비에 훨씬 못미칩니다”란 
선에 관한 상태에서나, 진리에 관한 상태에서나 부끄러워 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저는 지팡이만 지니고 이 요르단을 건넜지만, 지금 저는 두 
진영을 거느렸읍니다”란 하나도 없음으로부터 지금은 많아졌음을 의미한
다.
 “바라건  저를 저의 형의 손으로부터,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
오. 제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란 진리가 자체를 선에 앞서게 했을 
때 진리가 상 적으로 가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가 나와 처와 자식을 
부수지 않도록...”이란 이제 막 멸망되려 함을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잘 돌보아 주겠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생명을 획득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 네 씨를 수를 
셀 수없는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란 그 다음 열매 맺고 번성하리라
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3;6, 114:2,3,5, 사사기 5:17.
13-15절.  “그리고 그는 그 밤을 거기서 보냈다”란 그 희미한 상태에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골랐다”란  자연적 선 속의 천적인 것에 가입시켜지려는 
신성한 것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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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물은 암염소 이백과 수염소 이
십, 그리고 암양 이백과 수양 이십,
15 젖을 내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 
암소 사십과 수소 열, 암나귀 이십과 
새끼나귀 열이다.
16 그리고 그는 그의 종들의 손에 
각 떼를 나누어 맡겼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건너가
라, 그리고 각 떼 사이에 거리를 유지
하라.
17 그리고 그는 맨 앞의 종에게 명령
하여 말하기를,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날 때, 그리고 너에게 물어 말하기
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네 앞의 
이들은 누구의 것이냐?
18 그러면 너는 말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뒤쪽에 계십니다.
19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종
에게, 그리고 떼를 따라가는 모든 자
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이 말에 따라 너희가 에서를 발견할 
때 그에게 말하라.
20 그리고 또한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나는 내 앞서 간 선물로 그의 얼굴에 
속죄할 것이고, 그 후 내가 그의 얼굴
을 볼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내 얼굴을 
처들어 줄지 모른다.
21 그리하여 예물이 그에 앞서 건넜
다, 그리고 그는 그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22 그리고 그는 그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의 두 여인, 그리고 
두 하녀, 그리고 열한 아들을 데려 

 “암염소 이백과 수염소 이십, 암양 이백과 수양 이십”이란 선들과 이 
선들로 인해서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젖을 내는 낙타 삼십과 그들의 망아지, 암소 사십과 수소 열, 그리고 
암나귀 이십과 새끼나귀 열”이란 섬김에 쓰여지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3:15, 신명기 16:16,17.
16-23절.  “그리고 그는 각 떼를 그의 종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말했다, 
내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각 떼 사이에 간격을 두어라”란 그들이 소개되어
지는 방법에 관련된 질서 있는 배열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날 때, 너희에게 물어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고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네 앞의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너희는 말해라,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
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는 우리 뒤에 계십니다”란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둘째와 셋째, 그리고 그 떼를 따라 간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에서를 만날 때 이 말에 따라 말해야 할 것이다”란 계속되
는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해야 한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나는 내 앞서 보낸 
선물로 그의 얼굴에 속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나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어쩌면 그가 내 얼굴을 처들게 할 것이다”이란 이어지는 것들에 한 
준비를 의미한다.

 “예물이 내 앞서 건너라”란 그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란 잇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두 여인, 그리고 그의 두 
하녀, 그의 열한 아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란 진리들을 
획득한 진리에 한 애착 속에 처음으로 은근히 주입됨, insinua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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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23 그리고 그는 그들을 데려왔고, 그
리고 그들을 이끌어 그 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도 
건너게 했다.
****************************
24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리
고 새벽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와 씨름을 했다. 

25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길 수 없음
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허벅지
의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야
곱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은 그와 씨
름 중에 관절이 어긋났다.

26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로 가게 
하라, 그 이유는 새벽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소이다. 
27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
다, 야곱입니다. 
2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
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 이유는 왕
자 같이 너는 하느님과 사람과 더불
어 경쟁했다, 그리고 이겼기 때문이
다.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건너게 했다”란 더욱 더 은근히 주입됨을 의미한다.

************************************************
24,25절.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란 마지막, 또는 최말단에 있는 
선이 진리로부터 포획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와 
씨름을 했다”란 진리 측면에서의 시험을 의미한다. “새벽이 일어날 때 
까지”란 “야곱”에 의해 의미되는 자연적 선이 천국의 영적인 것, 또는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결합하기 이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란 그분은 시험들을 이겨내셨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을 건드렸다”란 
천적, 영적 선이 야곱으로 의미되어진 자연적 선과 합쳐지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우묵한 곳은 그와 씨름 중에 관절이 어긋났다”란 
아직 까지는 진리가 선과 그 자체 완전하게 합쳐지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  위 두 구절은 야곱 자신과 그의 후손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그들과 
더불어서는 천적이고 영적인 사랑이 자연적 선 (즉 내적, 또는 영적 인간이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과 합쳐질 수 없는 품질 속에 있었음이 의미되어지
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그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을 건드림”은 결혼의 
사랑이 자연적 선과 합쳐지는 곳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
지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 중에 관절이 어긋났다”란 야곱의 후손들에서 
이 결합은 온통 피해를 입고 바뀌여 놓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7:21.
26-28절.  “그리고 그는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란 결합이 가까워지자 시험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읍니
다”란 결합이 결과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야곱입니다”란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라 불릴 것이다”란 이제는 영적인 것 속에 신성한 천적인 것이 있다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 인간 속의 천적인 
것이다, 그런고로 자연적이다. 영적 인간 속의 천적인 것 자체는 합리성인
데, “요셉”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왕자 같이 너는 하느님과 사람들
과 경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겼다”란 진리들과 선들에 관련하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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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리고 야곱이 묻고 말했다, 바라
건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는 거기
서 그를 축복했다.
30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
니엘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내가 하
느님을 면하였으나 내 혼이 보전
되었기 때문이다.
31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에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그의 허벅지를 절뚝거렸다.
3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허벅지의 우묵
한 곳, 어긋나진 곳의 신경을 먹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의 허벅
지의 우묵한 곳을 건드려 그곳의 신
경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이다.

전투들에서 계속되는 승리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7:1-3, 42:1,5, 45:25,27,28, 46:8, 46:27-29, 
49:1,2,33, 49:24, 이사야 44:1,3,5, 민수기 23:10, 23:23, 24:5, 24:17, 이사야 
48:11,12, 27:6, 예레미야 30:9,10, 미가 2:12, 창세기 35:9,10, 이사야 13:12, 
24:6, 33:8, 예레미야 4:23,25, 31:27, 에스겔 27:13, 34:31, 36:38, 출애굽기 
33장, 민수기 14장.
29-32절.  “그리고 야곱이 물어 말했다, 바라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십시오” 란 천사들의 천국과 그곳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내 이름을 묻느냐?”란 천국은 그 자체를 기꺼이 
밝히 드러내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를 축복했다”
란 신성한 천국의 영적인 것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란 시험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내가 하느님을 면하였으나 내 혼이 보전되었기 
때문이다”란 그분께서는 마치 신성으로부터 온듯한 아주 비통한 시험들을 
견뎌내셨다 를 의미한다.
 “해가 그에게 떠올랐다”란 선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란 선 안에 있는 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허벅지를 
절었다”란 선들과 함께 한 모든 것이 천국의 영적 선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질서에로 아직은 진리들이 배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허벅지의 우묵한 곳, 어긋난 곳의 신경을 
먹지 않는다”란 거짓들인 것 안에 있는 진리들은 제 것 삼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란 거짓들이 인접해서는 안됨은 영원하도
록 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우묵한 곳을 건드려 
그곳의 신경이 어긋났기 때문이다”란 그 이유인즉, 그들은 거짓들이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시편 82:1,6, 89:6, 136:2,3, 누가복음 23:30, 계시록 6:16, 
사사기 6:22,23, 13:22, 출애굽기 33:20, 이사야 35:5,6, 예레미야 31:8, 
미가 4:6,7, 스바냐 3:19, 누가복음 14:13,14, 14:21, 이사야 33:23, 시편 
35:15, 에스겔 37:5,6,8, 레위기 16:16, 신명기 29:2,4, 31:21, 
32:20,26-34, 호세아 12:3-5.

내적 의미 요약
  32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적 의미에서의 주제는 선이 첫째 자리로, 그리고 
진리는 둘째 자리로 있게 되는 상태의 전환이다. 선 안에 진리가 심어지는 
것이 다루어진다 (1-23절). 그리고  그 다음 버텨나가기 위한 시험들과의 
씨름이 있는다 (24-32절). 동시에 유  국가가 취급되어진다. 비록 이 
나라가 교회에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회 속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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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보라, 에서가 사백 명의 사람
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에게, 라헬에
게, 두 하녀에게 맡겼다.

33
내적 의미 해설

**  “야곱”이 말해지는 앞 장들에서 내적 의미가 취급한 주제는 
자연적인 것 안에서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진리의 획득은 진리
가 선과 결합하기 위함에서 였다, 그 이유가 모든 진리는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야곱”은 내적 의미에서 이러한 진리이고, 
그리고 “에서”는 진리가 합쳐져야 하는 선이다. 이 결합이 결과되기 
전, 진리는 첫째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결합 후 선이 실제로 
첫째 자리에 존재한다. 이것은 에서에 한 이삭의 예언에 의해 
의미되고 있기도 하다. 즉 “너는 칼에 의지하여 살겠고, 그리고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네가 지배권을 가질 때, 너는 
그의 멍에를 부수어 네 목으로부터 떨쳐버릴 것이다” (창세기 
27:40). 그리고 이런 상태가 33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 이유 때문
에 야곱은 에서를 자기의 “주”라 부르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 부른
다 (5,8,13,14절).
  여기서 야곱은 진리의 선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의 선도 그 자체만 참작한다면 단지 진리일 뿐이다. 
그 이유가 진리가 기억 안에 만 있는 한, 그것은 진리라 불리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 안에, 그리하여 행동 안에 있을 때, 진리는 
진리의 선이라 불린다. 그 이유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이밖에 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이라 불리운다, 그 이유는 의지의 본질은 사랑과 사랑에서 파생되
는 애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과 그것의 애착으로부터 행해지
는 모든 것은 선으로 명명된다. 진리가 의지와 행동 안에 있을 때까
지, 즉 진리의 선일 때까지, 진리는 근원이 신성인 내적 인간 (이 
장에서 에서로 표현되고 있다) 을 통하여 흐르는 선과 합쳐질 수 
없다. 그 이유가 신성이 근원인 내적 인간을 통하여 흐르는 선은 
의지 안에 흘러들고, 거기서 외적 인간을 통하여 은근히 주입되어온 
진리의 선과 만나기 때문이다.
1-3절.  “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란 “야곱”인 진리의 선이 
시선을 집중하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에서가 왔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백 명의 사람들”이란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에게 맡겼다”란 자기들의 애착 아래 외적 진리들이 배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에게...”란 자기들의 애착 아래 내면의 
진리들이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하녀들에게...”란 앞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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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그는 하녀들과 그들의 아이
들을 첫 번째에, 레아와 그녀의 아이
들을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었다.
3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에게 
가까이 접근될 때 까지 자신을 땅에 
구부려 일곱 번 절을 했다.” 
4 그리고 에서는 그를 만나려고 달려
갔다, 그리고 그를 포옹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어긋마추었다, 그리고 그
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
다.
5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들었다, 그
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
리고 말했다,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느
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수여
하신 아이들입니다.
6 그리고 하녀들이 가까이 나아왔
다,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아왔
다, 그리고 그들은 절을 했다.
7 그리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또한 
나아가 절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아와 절을 
했다.

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진영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가 말했다,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9 그리고 에서는 말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 동생아, 네 것
은 네게 있게 하라.
10 그리고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애착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 속의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하녀들과 그들의 어린이들을 첫 번째 에 두고, 레아와 
그 어린이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두었다”란 
나머지가 안에 포개지는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질서를 의미한
다.
 “그는 그들을 통과해서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란 보편적인 것, 그러
므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을 땅에 구부려 일곱 번 
절했다”란 모든 것을 복종시킴을 의미한다. “...그가 그의 형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까지...”란 진리로부터 온 선의 부분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야곱”이다.
4절.  “그리고 에서는 그를 만나려고 달려갔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포옹했다”란 사랑
의 첫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목을 어긋마추었다”란 보편적
인 진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란 사랑으로부터의 내면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은 울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5-7절.  “그리고 그는 눈을 들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았다”란 진리들에 한 애착과 그 애착에 속하는 진리들
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
냐?”란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수여하신 아이들입니다”란 신성한 섭리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녀들이 가까이 나아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은 절을 했다”란 감각적인 기억 속의 지식과 그것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의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아 역시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아와 절을 
했다”란 외면의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믿음 속의 진리에 한 애착, 
그것들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순종하여 소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후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아왔다, 그리고 절을 했다”란 
내면의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믿음 속의 진리에 한 애착들, 그리고 
그것들이 순종하여 소개됨을 의미한다.
8-11.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진영들은 무엇이냐?”
란 거기로부터 파생된 특별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
다,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입니다”란 감사함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말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 동생아,  
네 것은 네게 있게 하라”란 그가 진리로부터의 선에 한 애착을 
은근히 심어 주기 위하여 있는 무언의 승낙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아닙니다, 청컨 ...”란 애착의 첫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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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건 ,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
를 발견하였다면, 부디 내 손으로부
터 내 선물을 받아 가소서. 그이유는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당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받아 주셨기 때
문입니다. 
11 청컨  제가 당신에게 가져 온 
제 복을 가져 가십시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수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강권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 갔다.
12 그리고 그는 말했다, 같이 떠나 
가자, 그리고 나는 너 가까이에서 가
리라.
13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내 
주도 아시는 바, 아이들은 연약합니
다, 그리고 양떼와 목축이 나에게 젖
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
들을 하루만 내몰아 친다 해도 모든 
양떼들은 죽을 것입니다.
14 청컨  내 주는 제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세일의 내 주
께 당도할 때 까지, 저는 아이들의 
발 걸음과 작업 속도에 맞추어 천천
히 나아가렵니다.

15 그리고 에서는 말했다, 청컨  내 
사람을 너와 머무르게 하여라. 그리
고 그는 말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
까?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16 그리고 에서는 그 날 자기 길로 

의미한다.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 손으로
부터 제 선물을 받아 주십시요”란 선으로부터의 애착이 진리 안에 
은근히 심어지도록 하는 상호간의 애착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당신의 얼굴을 뵈었기 때문이요, 
당신께서는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란 상호 은근히 심어짐과 
더불은 지각 안에 있는 애정 자체를 의미한다.
 “청컨  저에게 내려진 복을 가져 가십시요”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신성한 선에 인접되어 있는 신성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수여하셨기 때문입니다”란 섭리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란 그분
의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강권했다, 그리
고 그는 받아  갔다”란 진리의 선으로부터 이 애착은 신성한 선에 
의해 영감된 애착을 수단으로 은근히 심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15-19.
12-16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같이 떠나 가자”란 계속적인 것을 
말한다. “나는 네 옆 가까이서 가리라”란 그들이 합쳐져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내 주도 아시는 바, 아이들은 유약합니
다”란 아직 신성한 생명을 얻지 못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와 목축이 젖을 빨리고 있읍니다”란 아직 까지는 신성한 생명을 
얻지 못한 내면의 선들과 자연적인 선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하루만 내몰아 친다 해도,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란 지체했다, 계속
했다 하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인 바, 그러므로 
그들이 결합을 위해 준비됨을 의미한다.
 “청컨  내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앞서 먼저 가십시요”란 더 일반적
으로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진행할 것입니다”란 
계속 준비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 앞에 있는 작업 속도에서”란 
일반적인 것들에 따라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걸음에 
따라서”란 거기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제가 내 
주가 계신 세일에 당도할 때 까지”그들이 결합되어질 수 있을 때 
까지를 의미한다. “세일”은 자연적인 것 안에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가 말했다, 청컨  내 사람을 너와 함께 있도록 하자”란 
선으로부터 오는 똑같은 것들이 결합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저로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요”란 현존함으로부터의 계발이 더 내면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그 날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 갔다”란 진리의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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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세일로 돌아 갔다.

17 그리고 야곱은 숙곳으로 여행했
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
다, 그리고 그의 획득물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숙곳이라 불렀다. 
18 그리고 야곱은 세겜의 성, 살렘에 
왔다, 이곳은 가나안의 토지 안에 있
다, 그는 밧단-아람에서 이쪽으로 
왔고 이 성의 얼굴 쪽을 향하여 진을 
쳤다.
19 그리고 그는 자기가 천막을 펼친 
들판의 일부를 일백 크시타에 세겜
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으로
부터 샀다.
20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세웠
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합쳐지는 쪽으로 있는 자연적인 것 안의 신성한 선의 상태를 의미한
다. “길”이란 진리의 선을 비교적으로 명시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23:2, 민수기 24:17,18, 사사기 5:4,5, 이사야 
21:11,12, 
17-20절.  “그리고 야곱은 숙곳으로 여행했다”란 그 때 당시 진리로
부터의 선의 생명에 관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란 그 상태에서 진리로부터 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획득물을 위해 우릿간을 만들었다”란 일반적인 것들에
서도 똑같이 진리로부터 선의 증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불렀다”란 이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의 성, 살렘에 왔다”란 고요함 속에 있는 믿음 
속의 내면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나안의 토지 안에 있다”
란 주님의 왕국 안에 를 의미한다. “그가 밧단-아람으로부터 이쪽에 
왔을 때”란 이전의 상태 후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의 얼굴을 
향하여 진을 쳤다”란 이 진리의 선에 적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들판의 일부를 샀다”란 이 진리로부터의 선을 자기 
것 삼음(착복함)을 의미한다. “거기에 그는 자기 천막을 펼쳤다”란 
거룩인 것을 의미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으로부
터”란 이 진리의 근원은 또다른 출처인 신성한 줄기로부터 임을 
의미한다. “일백 크시타에”란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립했다”란 내면의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란 이는 신성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8:11,12, 사무엘하 22:10-12, 이사야 4:5,6, 
시편 31:21, 아모스 9:11, 시편 60:6,7, 108:7,8, 76:1-3, 창세기 
46:2,3, 35:7, 신명기 10:17, 시편 95:3,4, 89:6-8, 29:1, 민수기 
14:22, 시편 82:6, 요한복음 10:34, 시편 136:2,3, 다니엘 11:36, 
창세기 31:29, 신명기 28:32, 미가 2:1, 시편 89:25,26, 10:11-13, 
시편 18:2, 이사야 10:21, 9:6, 12:2, 43:12,13, 예레미야 32:18, 
사무엘하 22:30-33, 민수기 23:19,22,23, 24:8, 에스겔 32:21, 
이사야 57:5.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33장이 취급한 주제는 “에서”인 자연적인 것 안의  
신성한 선과 “야곱”인 진리의 선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후자의 절  
복종, 그리고 진리의 선이 자연적인 것 안의 신성한 선을 은근히 
심는다. 이것이 결과되어지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진리들이 획득됨이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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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그리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토지의 딸들을 보려고 밖
으로 나갔다. 

2 그리고 그 토지의 왕자, 히위족 하
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
녀와 누웠다, 그리고 그녀를 강탈했
다.
3 그리고 그의 혼은 야곱의 딸 디나
에게 굳게 결합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처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처녀
의 심정에 말했다.
4 그리고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
게 말했다, 말하기를 이 소녀를 여인
으로 주십시오. 

5 그리고 야곱은 그가 그의 딸 디나
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그의 획득
물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들이 올 때 까지 잠잠했다.
6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
에게 말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7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으로
부터 와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슬퍼했고, 분노에 찼다, 그 

34
내적 의미 해설

1-4절.  “그리고 디나는 밖으로 나갔다”란 믿음의 모든 것들에 한 
애착,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를 의미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그녀의 딸”이란 외적인 것들 안에서 를 의미한다. “그 토지의 
딸들을 보려고”란 진리에 한 애착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교회들과 
친숙해지려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겜이 그녀를 보았다”란 진리를 의미한다. “히위족 하몰의 
아들”이란 고 인들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 토지의 왕자”란 교회들 
사이에서 제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녀와 누웠다, 그리고 그녀를 강탈했다”란 이 진리가 
그녀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의미된 진리에 한 애착과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은 이외 더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혼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결합되었다”란 결합을 
좋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 처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
의 심정에 말했다”란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란 고 인들 사이에 
있었던 진리로부터 생각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저에게 이 소녀를 
여인으로 주십시요”란 이 진리가 저 진리에 한 애착과 합쳐지기를 
바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3:18, 여호수아 24:32, 사사기 9:28, 요한복음 
4:5,6, 호세아 6:8-10, 창세기 49:5-7, 계시록 19:7,9, 21:2,9,10, 
말라기 2:11,14, 에스겔 16:20,45, 이사야 54:1,5,6,13, 62:1,4,5, 
마태복음 9:15, 이사야 62:5, 예레미야 33:11, 7:34, 16:9, 25:10, 
계시록 18:23, 에스겔 444:22. 
5-7절.  “그리고 야곱은 그가 그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다”란 합법적이지 않은 결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야곱”은 외적
인 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그의 
획득물과 함께  있었다”란 광신적인 믿음에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란 그와 
그의 후손들에 속해 있던 진리들로부터 상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란 그 교회의 진리들에 관하여 상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슬퍼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분노했다”란 그들
은 고 인들 사이에 있었던 교회 속의 진리에 적하는 악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의 딸과 들어누웠는바, 



창세기 34 - 209 -
이유는 그가 야곱의 딸과 드러누웠
는 바,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끄러운 
짓을 이스라엘에게 하였기 때문이
다.
8 그리고 하몰은 그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나의 아들 세겜, 그의 혼이 
당신의 딸을 열망한다. 청컨  그녀
를 여인으로 그에게 주라.
9 그리고 우리들과 친척 관계를 맺
자.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
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라.
10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거주
하라, 그리고 이 토지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고, 너희는 거주하며, 매매
를 통하여 펼쳐가서 너희의 사업을 
얻으라.
11 그리고 세겜은 그녀의 아버지에
게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했
다, 나로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발
견하게 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무엇
을 말하든 나는 줄 것이다.
12 나에게 혼수지참금과 예물이 몇
곱절이더라도 나는 너희가 말한
로 주리라. 그리고 나에게 이 처녀를 
여인으로 주라.
13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답하였
다, 그리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
다.
14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포경을 가진 남자에게 우리
의 누이를 준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
기 때문이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스라엘에게 했기 때문이다”란 
그들이 가졌던 진리에 반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불법적이었
던 결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2:15,16, 신명기 22:28,29, 12:48,49, 민수
기 9:14, 15:14-16, 24:22.
8-12절. “그리고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고 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의 선을 의미한다. “나의 아들 세겜”이란 그 선으로부
터 파생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의 혼이 당신의 딸을 열망하고 있다, 
청컨  그녀를 그에게 여인으로 주시오”란 고  교회 같이 바깥쪽 
형체에서 나타나는 이 새로운 교회와 결합을 바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와 인척 관계를 나누자,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라”란 선들과 진리들의 합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란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
고 토지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거주하라”란 하나 될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매매를 통하여 펼쳐라, 그리고 거기서 
네 사업을 얻으라”란 서로 동의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교리적
인 주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겜은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신성한 지주, stock 로부터 온 진리가 광신적인 믿음 속의 선과 
진리에게 상담함을 의미한다. “나로 너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주리라”란 
자기가 가진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저쪽도 가지고 있는지 를 의미한다.
 “나에게 혼수지참금과 예물을 몇곱절로 요구해도 나는 너희가 말한

로 주리라”란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수락할 것이고, 그것들
을 그의 자신으로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 처녀를 
여인으로 주라”란 결합이 조건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7장, 
13-17절.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답했다”란 고 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의 진리와 선들에 관하여 
악한 의견과 악한 의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란 결합의 시작은 접근을 수단
으로 하지 않고서는 달리는 있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라는 말은 할 수 없다”란 
그들이 승인 않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누이를 포경을 가진 남자에
게 주는 것...”이란 그들이 교회 속의 선과 진리가 표현하는 것들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들이 의미하는 것들로부터 물러나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다”란 이것
이 그들에게 반 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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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동의 
할 수 있는 조건은 당신들이 우리 
같이 당신을 위해 모든 남자가 할례
를 받는 것이오.
16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딸을 줄 
것이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데
려올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이오.
17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할례받으라
는 우리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오.

18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하몰의 눈
에,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좋게 보였다. 
19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말을 행하
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가 야곱의 딸에 흠뻑 만족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문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다.
20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성문에로 와서, 그 성의 사람
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21 이 사람들은 우리들과 평화롭다, 
그리고 그들을 이 토지에서 살게 하
자, 그리고 매매를 펼치게 하자, 그리
고 보라 이 토지는 그들 앞에 공간이 
넓다. 우리가 그들의 딸을 여인으로 
데려오고,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
에게 주자.
22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백성이 되는데 동의해
야 하는 것은,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된 것 같이 할례 받아야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동의 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당신들이 
우리 같이 있는다면,”이란 그들의 광신적 믿음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당신을 위해 모든 남자가 할례받는 것...”이란 외적인 표현 만을,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순수하게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딸을 당신에게 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딸을 데려 올 것이오”란 이런 방법으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거주할 것이오”란 생활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이다”란 교리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할례 받으라는 우리에게 귀기울이지 않으
면...”이란 그들이 그들의 진리들로부터 물러나서 외적 표현을 계승
하지 않으면 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야 하리다”
란 거기에 결합이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0:6, 10:16, 예레미야 4:3,4, 9:25,26.
  
18-24절.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하몰의 눈에 좋게 보였다”란 생활
에 관련해 짐짓 겸손해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서도”란 교리에 관련해서 짐짓 겸손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말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란 받기를 
열망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는 야곱의 딸에 흠뻑 만족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란 이 교회의 광신적 믿음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가문에서 귀한 존재 였다”란 고
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의 제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으로 왔다”란 고 인
들 사이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의 교리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이란 설득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 평화롭다”란 찬성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 토지에서 거주하게 하자”란 생활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매매
를 펼치게 하자”란 교리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이 토지
는 그들 앞에 공간이 넓다”란 팽창을 의미한다. “그들의 딸을 여인으
로 우리에게 데려오자, 그리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자”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이란 그들은 생활에 관하여 찬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 
백성이 되는 것”이란 교리에 관련하여 찬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모든 남자가 할례 받는다”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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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3 그러면 그들의 획득물, 그들이 사
들인 것, 그들의 짐승이 우리의 것도 
되는 것이 아니더냐? 오로지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 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리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
에 귀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25 그리고 삼 일이 지났다,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즈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자기 칼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성을 담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모
든 남자를 살육했다.

26 그리고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그의 칼 끝으로 살해했다, 그리
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왔다.
27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찔려 죽
은 이들에게 왔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28 그들의 양떼, 그리고 그들의 목축
들, 그리고 그들의 나귀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
고 들판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들은 가져갔다.
29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 그리고 
그들의 갓난 아이, 그리고 그들의 여
인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은 
포로로, 전리품으로 가져 갔다.

그것에 의해서 외적인 것 만에 관련하여 표현하고 의미하도록 시작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획득물, 그리고 그들이 사들인 것”이란 그들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짐승”이란 그들의 선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것이 아니더냐?”란 이것들은 똑같고  한 형체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오직 그들에게 동의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란 만일 우리가 겸손해 한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기울였다”란 동의함
을 의미한다.
 “그의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이”란 그들은 고 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의 교리로부터 물러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실시했다”란 외적인 것들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8:8, 시편 31:8, 118:5, 하박국 1:6.
25-29절.  “그리고 삼일 째가 되었다”란 끝맺음이 있을 때 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즈음”이란 탐욕들
을 의미한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란 믿음과 사랑을 
의미한다. “디나의 오라버니”란 그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
한다. “각자 자기 칼을 들었다”란 거짓과 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을 담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살해했다”란 그들은 
고 인들 사이에 있는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근절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칼끝에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살해했다”란 
교회 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 갔다”란 
그들은 진리에 한 애착을 거두어 갔음을 의미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찔려 죽은 자들에게 왔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했
다”란 이 모든 후손이 교리를 파괴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
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란 그들이 믿음 속의 진리를 
더럽혔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양떼들과 목축들”이란 그들이 합리적 선과 자연적 선을 
파괴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나귀들”이란 거기로부터 파생
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들판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은 가져갔다”교회 속의 
모든 진리와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재물”이란 그들이 획득해왔던 지식 속의 모든 
문제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갓난 아이”란 모든 순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이란 선행을 의미한다. “그들은 
포로화했고 전리품으로 만들었다”란 그들은 그것들을 홀랑 벗겼고 
악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이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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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리고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게 말했다, 너희는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토지의 주민, 가나안
족과 브리스족에게 악취를 내게 하
였다. 그리고 나는 숫자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함께 합세해 나를 칠 것이다, 그리
고 나는 멸망할 것이다, 나와 내 가문
도 말이다.
31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그가 우리
의 누이를 창녀같이 취급함이 옳은 
것입니까?” 

35

1 그리고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하
셨다, 일어나라, 벧엘로 올라 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거
기에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7 13:18, 출애굽기 3:18, 5:3, 레위기 
7:16-18, 19:6,7, 민수기 19:11-22, 31:19-25, 여호수아 1:11, 
3:2, 사무엘상 3:1-8, 20:5,12,19,20,35,36,41, 사무엘하 
24:11-13, 열왕기상 12:5,12, 17:21, 요나 1:17, 마태복음 12:40, 
마가복음 12:2,4-6, 누가복음 20:12,13, 마태복음 26:15-17, 호세
아 6:2, 창세기 49:5-7, 이사야 14:19, 34:3, 에스겔 28:7,8, 
31:17,18, 32:19-21, 시편 88:4,5, 이사야 22:2,3, 에스겔 
6:3,4,7,13, 9:7, 11:6,7, 민수기 19:16,18, 신명기 21:1-8.
30,31절.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란 외적인 고  교회를 의미한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란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의 표현을 의미한
다. “너희는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토지의 거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란 고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이 그들을 몹시 
싫어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가나안족과 브리스족에게”란 선과 진리 
안에 있었던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숫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란 그것은 쉬울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함께 모여 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멸망할 것이다”란 그러므로
해서 고  교회는 멸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와 내 가문도”
란 진리와 선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란 응답을 의미한다.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 같이 취급함이 옳은 것입니까?”란 그들은 애착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34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야곱의 후손 - 그들이 고  
교회 속에 있었던 교리 속의 모든 진리를 절멸했다는 것이다. 하몰과 
세겜, 그들의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표현한다. 야곱의 후손 
사이에 있는 교회의 표현은 내적인 것들이 완전히 없는 외적인 것만
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 고 인들 사이에 있던 교회의 표현은 내적
인 것들을 가진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졌었다.

35
내적 의미 해설

1-4절.  “그리고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셨다”란 야곱이 지금 
있었던 것과 같은 신성으로부터 자연적 선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일어나라, 벧엘로 올라 가라”란 자연에 있는 신성에 관하여를 의미
한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라”란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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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너에게 나타난 하느님께 제단을 
만들어라.
2 그리고 야곱은 그의 집안 식구들에
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방인들의 신들을 내던져라, 그리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갈아 입어라.
3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내 곤경의 날에 나에게 

답하셨고, 내가 걷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느님께 제단을 만
들 것이다.
4 그리고 그들은 야곱에게 그들의 
손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든 신들
을, 그리고 그들의 귀에 달았던 귀걸
이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
을 세겜 근처였던 상수리나무 아래
에 숨겼다.

5 그리고 그들은 여행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들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아니했
다.
6 그리고 야곱은 루즈에 왔다, 이곳
은 가나안의 땅 안에 있다, 이것은 
벧엘이다,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왔다.
7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축했
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엘-벧엘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형 앞에
서부터 도망할 때 신들(the gods)이 
그에게 밝히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8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느님에게 제단을 만들어라”란 거기는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란 진리가 
선 앞에 장착되고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란 당시 있었던 것 같이 자연적 선 안에서 
배열됨을 의미한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신들을 내던져
라”란 거짓들은 거절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의복을 갈아 입으라”란 입혀질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나 벧엘로 올라 가자”란 자연에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하느님께 제단을 만들 것이다”란 내면의 것들이 
종결되어진 것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의미한다. “내 곤경의 날에 나에게 

답하셨던 분...”이란 진리를 선 앞에 놓고 있는 상태에서를 의미한
다. “내가 걷던 길에서 나와 함께 계셨던...”이란 그분의 신성한 섭리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에게 그들의 손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든 
신들을 주었다”란 가능한한 많은 모든 거짓들을 거절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숨겼다”
란 영원히 거절함을 의미한다.“세겜 근처 상수리나무”란 불합리한 
자연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50:6,7,9, 사사기 2:1, 여호수아 7:2-4, 이사야 
52:1, 스가랴 3:3,4, 에스겔 43:14, 44:19, 레위기 6:9-11, 출애굽기 
19:10,11, 에스겔 36:25,26, 이사야 1:28-30, 2:12,13, 44:14, 에
스겔 6:13, 호세아 4:13, 스가랴 11:1,2.
5-7절.  “그리고 그들은 여행했다”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하느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던 성들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아니했다”란 거짓들과 악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루즈에 왔다, 이곳은 가나안의 토지 안에 있다”란 
이전 상태에서의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벧엘이다”란 신
성한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거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제단을 건축했다”란 신성화됨에 의해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다”란 거룩한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거기서 신들이 그에게 밝히 알려졌었기 
때문이다”란 거룩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가 그의 형 앞에서부터 
도망할 때”란 진리들이 선 앞에 놓여진 후에 를 의미한다.
8절.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란 유전적 악이 추방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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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벧엘 아래로
부터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9 그리고 하느님은 그가 밧단-아람
에 왔을 때 야곱에 의해 다시 보여졌
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10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
셨다, 네 이름은 야곱이다. 네 이름은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일 것
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이름을 이
스라엘이라 부르셨다.
11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
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열매
를 많이 맺고 번성하라. 나라들과 나
라들의 단체가 너로부터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
리라. 
12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게 준 토지를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이후 네 씨에게 이 
토지를 줄 것이다.
13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와 더불
어 말하셨던 장소에서 그 위로부터 
올라 가셨다.
14 그리고 야곱은 그분께서 자기에
게 말하셨던 장소에 기둥, 돌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제주
(drink-offering)를 부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15 그리고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
에게 말하셨던 이곳의 이름을 벧엘
이라 불렀다.

16 그리고 그들은 벧엘로부터 여행
했다. 그리고 에브라데로 가되 아직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벧엘 아래로부터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되
어졌다”란 영원히 거절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란 추방되어진 유전적 악이 있는 자연적인 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9-13절.  “하느님은 그가 밧단-아람에서 왓을 때 야곱에 의해 다시 
보여졌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란 내면의 자연적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셨다, 네 이름은 야곱이다”란 자연
에서의 외적인 주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란 더 이상 외적인 것 만으로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리라”란 자연 속의 내적인 
것(the internal natural), 또는 자연의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the 
celestial spiritual of the natural) 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란 과거는 시험의 상태, 그리고 
지금은 신성의 위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열매맺고 번성하라”
란 선과 거기로부터의 진리, 신성을 의미한다.“나라들과 나라들의 
단체가 너로부터 있을 것이다”란 선과 선 속의 신성한 형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로부터 나오리라”란 신성한 결혼
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이 토지를 나는 너에
게 주리라”란 자연에 있는 신성한 선을 내 것되게 해주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와 더불어 말하셨던 장소에서 그(him) 위로부
터 올라 갔다"란 이 상태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한다.
14,15절.  “그리고 야곱은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하셨던 장소에 기둥, 
돌 기둥을 세웠다”란 이 신성한 상태 안에 있는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 위에 제주를 부었다”란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란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하셨던 그곳의 이름을 벧엘
이라 불렀다”란 자연 속의 신성과 그것의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9:38-41, 레위기 23:12,13,18, 민수기 
15:3-5,11, 28:6,7, 이사야 57:5,6, 65:11, 예레미야 7:18, 
44:17-19, 32:29, 호세아 9:3,4, 신명기 33:37,38, 시편 16:4.
16-20절.  “그리고 그들은 벧엘로부터 여행하였다, 그리고 에브라
데에 당도하기 전 아직 그 토지에 있을 때였다”란 이제는 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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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토지에 있을 즈음 라헬이 해산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에서 참기 어려
운 것들을 겪었다. 
17 그리고 그녀의 해산의 고통이 극
에 달할 즈음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
다, 걱정하지 말라, 그 이유가 이 또
한  당신에게 아들이다. 
18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하여 
그녀가 죽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
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
민이라 불렀다.
19 그리고 라헬은 죽었다. 그리고 에
브라데로 가는 길에 매장되었다. 이
곳은 베들레헴이다. 
20 그리고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기
둥을 세웠다. 이것은 오늘날 까지 라
헬의 무덤의 기둥이다.

21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행했다, 그
리고 그의 천막을 에델 망  너머로 
펼쳤다.
22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토지에 거
주하고 있는 때였는데 르우벤이 가
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누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었다.

22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
이었다.
23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 야곱의 
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

것 속의 영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셉”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라헬은 해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함에서 참기 어려운 것들을 겪었다”란 내면의 진리에 한 시험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다”란 시험 후를 의미한다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 또한 당신에게 아들이다”란 영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녀가 죽으려 하여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하고 있었다”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다”란 
이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란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라헬은 죽었다, 그리고 유브라데로 가는 길에 묻혔다”란 
내면의 진리에 한 이전의 애착이 끝남을 의미한다. “이는 베들레헴
이다”란 이 장소에서 천적인 것 속의 새로운 영적인 것의 부활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다”란 거기서 다시 일어
나는 영적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까지 라헬의 
무덤의 기둥이다”란 이 거룩한 상태는 영원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1:15-21, 창세기 43:20, 43:29,30, 43:34, 
45:14, 45:22, 예레미야 6:1, 17:24,26, 33:13, 호세아 5:8,9, 오바디
야 18,19, 스가랴 14:9,10, 시편 80:1,2, 사사기 5:13,14, 계시록 
7:4,8, 요한복음 17:9,10,21-23, 시편 132:2-7, 미가  5:2, 마태복
음 2:6, 2:4,5, 요한복음 7:42.
21,22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행했다”란 이 때 당시 자연의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천막을 에델의 망  
너머로 펼쳤다”란 거기서부터의 내면의 것들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다”란 이 상태 안에 
있을 때 를 의미한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누웠다”란 믿음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선을 모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들었다”란 이 믿음은 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1,2, 마태복음 21:33, 마가복음 12:1, 에스겔 
27:11, 미가 4:7,8, 시편 48:11,12, 누가복음 14:27,28,31,33, 이사
야 2:11-15, 창세기 49:3,4.
22-26절.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다”란 지금 신성한 자연
적인 것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레아의 아들들”이란 그것들의 순서에서 외적인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르우벤 야곱의 장자”란 믿음의 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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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론이다.

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이다.

25 그리고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
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26 그리고 레아의 하녀 질바의 아들
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밧단-아람에
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다.

27 그리고 야곱은 기럇-아르바, 마
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 이곳은 헤브론이다, 여기서 아
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했다.

28 그리고 이삭의 날들은 일백 팔십 
년이었다.
29 그리고 이삭은 기한이 만료되어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잇사갈, 그리고 
스불론”이란 외적인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
한다. 즉 시므온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섭리, 내적 의미에서 의지에 
있는 믿음, 외적 의미에서 순종이다. 레위는 최고 높은 의미에서 
사랑과 자비, 내적 의미에서 선행 또는 영적인 사랑, 그리고 외적 
의미에서 결합이다. 유다는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 속의 
신성,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천적 왕국, 외면의 의미에서 천적 교회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의 교리이다. 잇사갈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진리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 내적 의미에서 천국
의 결혼적 사랑, 외적 의미에서 서로의 사랑이다. 스불론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 자체와 그분의 신성한 인간, 내적 의미에
서 천국적인 결혼, 외적 의미에서 결혼적 사랑이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란 내면의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즉 요셉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신성한 영적인 것, 내적 
의미에서 영적 왕국, 외적 의미에서 이 왕국의 선이다. 베냐민은 
천적인 것 속의 신성한 영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다”란 내면의 
선들과 진리들을 섬김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단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정의와 자비, 내적 의미에서 믿음의 거룩함, 외적 
의미에서 생활의 선이다. 납달리는 최고 높은 의미에서 그분 자신의 
권능, 내적 의미에서 승리가 있는 시험, 외적 의미에서 자연적 인간으
로부터의 저항을 표현한다.
 “레아의 하녀 질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란 외면의 선들과 
진리들의 섬김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갓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전지 전능, 내적 의미에서 믿음의 선, 외적 의미에서 일들이다. 아셀
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영원, 내적 의미에서 영원한 삶의 행복, 외적 
의미에서 애착의 기쁨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밧단-아람
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이란 그들의 근원과 그들의 현재 상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3:6, 계시록 7:4,5, 사사기 5:15,16.
27-29.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란 지금 신성한 
합리성에 신성한 자연적인 것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럇-아
르바, 마므레로”란 그것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는 헤브론이다”란 
그들이 합쳐졌을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했었던 곳이다”란 신성한 삶에 신성 자체와 신성한 합리성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의 날들은 ...이었다”란 이 때 당시에서 신성한 합리성
의 상태를 의미한다. “일백 팔십 년”이란 이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기한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죽었다”란 신성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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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 그리고 그는 충분한 날들을 
살아 늙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
어졌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매장했다.

36

1 그리고 이것들은 에서의 출생들이
다 그는 에돔이다.

2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그의 
여인을 데려왔다. 헷 족속 엘론의 딸
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3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비욧의 
누이 바스맛이다.
4 그리고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
를 낳았다, 그리고 바스맛은 르우엘
을 낳았다.
5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그
리고 알람, 그리고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가나안의 토지에서 에서에
게 출생한 그의 아들들이다.
6 그리고 에서는 그의 여인들, 그리
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혼들, 그리고 
그의 획득물, 그리고 모든 그의 짐승, 

적인 것에서 소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거두어 
졌다”란 지금 그것은 신성한 자연적인 것 속에 있는 것들 사이에 
있음을 의미한다. “충분히 살아 늙고”란 삶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은 그를 매장했다”란 자연적인 
선 안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로부터의 선 안에서 다시 일어남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35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주님의 자연적인 것에 
있는 잔여분도 신성으로 만들어졌음이다. 그 중에서 자연적인 것 
속의 내면의 것들이 신성으로 만들어짐이 “이스라엘”이다. 더욱 더 
내면 속으로 전진하면 합리성이 있는데 이것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삭에게 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36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이것들은 에서의 출생들이다”란 자연적인 것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선에 있는 갈래들을 의미한다. “그는 에돔이다”란 
자연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관련하여 있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2-5절.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여인을 데려왔다”란 
자연적인 선이 가상적인 진리에 한 애착과의 첫 결합을 의미한다. 
“헷족속 엘론의 딸인 아다, 그리고 히위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란 고  교회로부터 있었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비욧의 누이 바스맛”이란 신성한 지주로
부터의 진리에 한 애착과 두 번째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다, 그리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다”란 거기로부터의 첫 갈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란 두 번째 
갈래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나안의 땅에서 그에게 낳아진 에서의 
아들들이다”란 주님의 왕국의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6-8절.  “그리고 에서는 그의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딸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혼들, 그리고 그의 획득물, 그리고 
그의 모든 짐승, 그리고 그가 가나안 토지에서 획득한 것인 그의 
구입 물품을 챙겼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곱의 앞으로부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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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가 사들인 것들, 즉 그가 
가나안의 토지에서 획득했던 것을 
챙겼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곱의 앞
으로부터 어떤 토지로 떠나갔다.
7 그 이유가 그들의 물질은 함께 거
주하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체류하는 그 토지는 
그들이 지닌 획득물 때문에 더는 지
탱할 수 없었다.
8 그리고 에서는 세일 산에서 거주하
였다. 에서인 그가 에돔이다.
9 이들은 세일 산에서의 에돔의 조
상, 에서의 출생들이다.

10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
이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내 아다
의 아들이다. 르우엘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이다.
11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
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이였다.
12 그리고 딤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
바스의 첩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엘
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
은 에서의 아내의 아들들이다.
13 그리고 이들은 르우벨의 아들들
이다.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
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
들들이었다.
14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시브
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아
들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서에
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15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들
이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아들들
이다.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
장, 그나스 족장,

토지로 떠나갔다”란 신성한 선에 속한 모든 것들과 천국에 상응되었
던 것, 천국인 것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표현을 위하
여 야곱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란 무한함 때문에 를 
의미한다.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란 표현물들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이 체류하는 그 토지는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지탱할 수 없었다”란 모든 곳이 묘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 산에 거주하였다”란 자연적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에서, 그가 에돔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9-14절.  “그리고 이들은 에돔의 조상 에서의 출생들이다”란 자연에 
있는 신성한 선에서의 갈래들을 의미한다. (“에돔의 조상”이란 여타 
다른 것들이 갈라져 나오는 신성한 선이다) “세일 산에서”란 선으로
부터의 진리들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란 갈래들의 품질을 의미한
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이다, 르우엘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이다”란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 온 이 갈래들
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
였다”란 선으로부터의 첫 갈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딤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였다”란 그들을 섬기
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
다”란 감각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
이다”란 두 번째 갈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르우벨의 아들들이다,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
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다”란 세 번째 갈래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란 그와 동시에 있는 갈래를 의미한다. 
15-19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들이다”란 선으로부터의 
제1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아들들이다.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란 주님의 왕국 안에서 어떤 품질을 지닌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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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
장이다. 이들은 에돔의 토지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
다의 아들들이다.
17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들 르우
벨의 아들들이다. 나랏 족장, 세라 
족장, 삼다 족장, 미사 족장이다.이
들은 에돔의 토지에 있는 르우벨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
스맛의 아들들이다.
18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
리바마의 아들들이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로부터의 족
장들이다.

19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다. 그리
고 이들은 족장들이다. 그 자신이 에
돔이다.
20 이들은 그 토지의 거주민,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이다.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21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의 토지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22 그리고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다. 그리고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23 그리고 이들은 소발의 아들들이
다.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오남이
다.
24 그리고 이들은 시브온의 아들들
인데,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을 위해 나귀를 먹일 
때에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
25 그리고 이들은 아나의 아들들이
다.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
다.

분류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에돔의 토지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다”란 첫 분류된 것 속의 제1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들 르우벨의 아들들이다. 나랏 족장, 세라 
족장, 삼다 족장, 미사 족장이다”란 천국 안에서 두 번째 분류된 
것, 그리고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은 에돔의 토지에 있는 
르우벨의 족장들이다”란 두 번째 분류를 의미한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이다”란 선과 진리의 결혼으로부터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란 세 번째 
분류 속의 제1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다”란 그들의 품질, 이로부터 주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의 
품질인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로부터의 족장
들이다”란 선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 일어나는 제1의 진리들을 의미
한다. 이 열둘 족장들은 열두 지파와 같이 선을 수단으로 그들이 
배열되고 있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족장들이다”란 이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속의 제일의 것들이다. “그 자신이 에돔이다”
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를 의미한다.
20-28절.  “이들은 그 토지의 거주민,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이다”란 
그들의 순서 로 거기로부터 나온 진리들이다. “로단과 소발과 시브
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다”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은...세일의 아들들, 호리족의 족장들이다”란 이 전의 선으로부
터 오는 선 속의 주요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에돔의 토지에 있는..”
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다. 그리고 로단의 누이
는 딤나였다”란 진리의 두 번째 분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소발의 아들들이다.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오남
이다”란 진리의 세 번째 분류와 그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시브온의 아들들인데, 아야와 아나이다”란 세 번째 
분류와 품질을 의미한다. “아나는...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했다”란 
기억 속의 지식들로부터를 의미한다. “...자기 아버지 시브온을 위해 
나귀를 먹일 때에...”란 그가 기억적 지식 안에 있었을 때에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들은 아나의 아들들이다.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다”란 세 번째 분류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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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리고 이들은 디손의 아들들이
다.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
이다.
27 그리고 이들은 에셀의 아들들이
다. 발한과 사아완과 이간이다.
28 이들은 디손의 아들들이다. 우스
와 아란이다.
29 이들은 호리족의 족장들이다. 로
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
나 족장,
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이다. 이들은 세일 의 토지에 있는 
그들의 족장들에 따른 호리족의 족
장들이다. 
31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스리기 전, 
에돔의 토지에서 통치했던 왕들이
다.
32 그리고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에서 통치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
은 딘하바였다. 
33 그리고 벨라가 죽었고, 보스라 사
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신하
여 통치하였다. 
34 그리고 요밥이 죽었다, 그리고 데
만 족속의 토지의 후삼이 그를 신
하여 통치하였다. 
35 그리고 후삼이 죽었다, 그리고 브
닷의 아들, 즉 모압의 들판에서 미디
안 족속을 처부순 하닷이 그를 신
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36 그리고 하닷이 죽었다, 그리고 마
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신하여 통
치하였다.
37 그리고 삼라가 죽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의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신하여 통치하였다.
38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악

 “그리고 이들은 디손의 아들들이다.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란 네 번째 분류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에셀의 아들들이다. 발한과 사아완과 이간이다”란 
네 번째 분류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은 디손의 아들들이다. 우스와 아란이다”란 다섯 번째 분류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29,30절.  “이들은 호리족의 족장들이다”란 이어지는 것들로부터 
온 주요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은 세일의 토지에 있는 그들의 족장들에 따른 호리족
의 족장들이다”란 계속되는 것들에 있는 주요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31-39절.  “그리고 이들은... 에돔의 토지에서 통치했던 왕들이다”
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거기서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스리기 전...”이란 자연적 진리 
안에서 내면의 영적인 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통치했다”란 첫 진리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다”란 거기로부터 온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벨라가 죽었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신하여 통치하였다”란 그것의 본질적인 것 같이 거기로부터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밥이 죽었다, 그리고 ...그를 신하여 통치하였다”란 
거기로부터 였던 것을 의미한다. “...데만 족속의 토지에서...”란 그것
이 있었던 근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삼이 죽었다, 그리고 브닷의 아들...하닷이 그를 신하
여 통치하였다”란 그 다음부터 였던 것을 의미한다. “모압의 들판에
서 미디안을 쳐부순...”이란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의 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란 그 다음부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닷이 죽었다, 그리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신하여 
통치하였다”란 그다음부터 파생되어 있던 것, 그리고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라가 죽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신하여 통치하였
다”란 거기로부터 였던 것을 의미한다. “(유브라데)강의 르호봇
이...”이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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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신하
여 통치하였다. 
39 그리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었다, 그리고 하달이 그를 신하
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
은 바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
름은 메사합의 딸인 마드렛의 딸, 므
헤다벨이다.
40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들인데, 그들의 가문들에 따라
서, 그들의 장소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들에서 이다.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41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
논 족장,
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
장,
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
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다. 에서 자신이 에돔의 조
상이다.

37

1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체류
한 토지에서, 가나안의 토지에서 거
주했다.
2 이들은 야곱의 출생들이다. 십칠 
세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
떼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의 아버지의 여인인 빌하의 아들들
과 질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소년이
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
에게 그들의 나쁜 사건들을 가져다 

하여 통치하였다”란 거기서부터 였던것과 그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었다, 그리고 하달이 그를 신
하여 통치하였다”란 거기서부터 였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바우였다”란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메사합의 딸인 마드렛의 딸, 므헤다벨이다”란 그것의 선을 
의미한다.
40-43절.  “그리고 이들은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들인데,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장소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에서이다”란 그들로
부터 온 선 속의 교리적인 것들, 그들의 일어남, 상태, 그리고 품질을 
의미한다.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란그들의 교리적인 것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이들은 
에돔의 족장들이다”란 제1의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그들이 점유한 토지에 따라”란 진리들과 선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에서 자신이 에돔의 조상이다”란 주님의 신성
한 인간에 있는 자연적인 것의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36장에서 취급한 주제는 내적 의미에서 자연적인 것에서의 주님
의 신성한 선이다. 그리고 이 선의 전체적인 순서가 이름들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 자연적인 것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 Lord's Divine 
good natural 이 “에서”이다.

37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체류한 토지, 가나안의 토지
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이 신성한 합리
적 선과 일치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야곱의 출생들이다”란 뒤따라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요
셉”은 주님의 영적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십칠 년의 아들”이란 
주님의 영적 신성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형제들과 더불
어 양떼를 기르고 있었다”란 주님의 영적 신성한 인간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현존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소년이었다”란 처음에 를 의미한다. “그의 아버지의 여인 
빌하의 아들들과 질바의 아들들과 더불어..”란 주님의 영적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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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3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모든 아들 
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령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여러 색갈
로 된 옷을 만들어 입혔다. 

4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
가 그의 모든 형제 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은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에게 평
화로이 말할 수 없었다.

5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었다, 그리
고 그는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더 미워하
였다.
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바
라건  내가 꾼 꿈을 들어 보시오.
7 그리고 우리는 들판 한가운데에서 
단을 묶고 있었소, 그리고 내 단이 
일어났소, 그리고 직바로 섰소. 그리
고 당신들의 단들이 내 주변에 왔소, 
그리고 내 단에 절을 하였소. 
8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
다, 참으로 네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
냐? 또는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군
림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그의 
꿈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한 말들 때문
에  그를 더더욱 미워했다.
9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인간은 그들에 의해 거절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의 나쁜 사건들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란 그것으로부
터 그들의 품질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들 보다 더 사랑하였다”
란 합리성 속의 신성한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속의 신성한 영적인 
것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고령에 얻은 아들이었
기 때문이다”란 그 안에 있는 그것 자신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여러 색깔로 된 옷을 만들어 입혔다”란 거기서부터 
있는 진리의 나타남, 이로부터 자연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이 알려지
고 구별된다.
  참조 성서. 사무엘하 13:18, 출애굽기 28:39,40, 29:5,8, 40:14, 
요한복음 19:23,24, 출애굽기 39:27, 누가복음 9:2,3, 마가복음 
6:8,9, 마태복음 10:9,10. 
4-11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보았다”란 믿음 속에 있는 것들, 
그 다음의 의미에서는 야곱의 후손을 의미한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의 모든 형제 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란 주님의 영적 신성한 인간이 
신성한 자연적인 것과 합쳐졌음, 그 다음의 의미에서는 고  교회와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아버지”가 고  교회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로이 말할 수 없었다”란 
경멸과 증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었다”란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설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믿음이 
분리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더 미워하였다”란 경멸과 증오가 더 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청컨  내가 꾼 꿈을 들어 보시오”란 
설교의 내용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라보니 우리는 들판의 한가운데에서 단을 묶고 있었다”
란 그들은 교리로부터 가르쳐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내 단이 일어났다, 직바로 서있었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라보니, 당신들의 단이 와서 
둘러섰다”란 믿음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단에 절을 
했다”란 경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란 분리된 믿음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냐? 또는 네가 
참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냐?”란 그들은 이해함과 의지 
속의 것들에 관하여 복종 당해지고 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그의 꿈과 그의 말들 때문에 더욱 미워하였다”란 말씀의 
설교 때문에 한층 더 강해진 증오와 경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란 다시 설교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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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
했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
이 스스로 나에게 절을 했소. 

10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아버지
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
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무
랬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은 체 무엇이더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
로 너에게 와서 몸을 땅으로 구부려 
절한다는 말이냐? 
11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말
을 간직하였다. 

12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밖으로 나
갔다.
13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
했다, 네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오너라, 그리
고 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14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
다, 청컨  가서 네 형제들의 평화를, 
양떼들의 평화를 보거라, 그리고 다
시 나에게 그 말을 가져오너라. 그리
고 그는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로부
터 보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 왔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말했다”란 분
리된 믿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현존함을 의미한다. “보라, 내가 아직 
더 꿈을 꾸었다”란 내용들을 의미한다. “바라보니, 해와 달...”이란 
자연적인 선과 자연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열한 별들”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나에게 굽혀 절을 했다”란 경배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그것이 알 수 있도록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무랬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네가 꾸었다는 꿈은 

체 무었이란 말이더냐?”란 분개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고  교회로부터 파생된 유  종교이다.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
이 참으로 땅으로 몸을 구부려 절하려고 네게 온다는 말이더냐?”란 
교회가 경배할 것인지 아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했다”란 그들이 증오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간직하였다”란 이 진리가 그들의 
광신적 신앙에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2:28,29, 예레미야 23:16,25,28,32, 신명기 
13:1-3,5, 시편 126:5,6,요한 복음 1:1-4,14, 다니엘 7:14, 시편
1:14-18, 마태복음 24:29, 이사야 13:9,10, 요엘 3:14,15, 에스겔 
32:7,8, 계시록 8:12, 다니엘 8:9,10, 계시록 12:4, 시편 147:4, 
148:3, 계시록 12:1, 8:10,11.
12-17절.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양떼를 먹이러 밖으로 나갔다”란 
믿음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아버지의..”란  
고 인들의, 그리고 원시적인 교회의 를 의미한다. “세겜에서”란 
첫 조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지각을 의미한다. “네 형제가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란 그들이 가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너라, 그리고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란 그것은 신성한 영적인 선들을 가르쳐
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를 보아라”란 확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청컨  가서 네 형제들의 평화를 보아
라”란 주님의 오심이 있을 때마다, 즉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생각함 
안으로 흘러들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신성한 영적인 선들이 어떻게 
가르친 이들과 더불어 있었는지를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
의 평화”란 어떻게 신성한 영적인 선들이 배움을 받고 있는 이들, 
또는 교회와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나에게 다시 말을 가져오너라”
란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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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했
다, 그리고 바라보니 그는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너는 무엇
을 찾느냐?
16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내 형제
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건  그들
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말
해주십시오.
17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로부터 떠났다, 그 이유가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
은 그의 형제들을 뒤쫒아 갔다, 그리
고 그들을 도단에서 찾았다.

18 그리고 그들은 그를 멀리서 보았
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
기 전, 그들은 그를 죽이자고 음모를 
꾸몄다.
19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보라 꿈의 주인이 온다.
20 그러므로 지금 오고 있으니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우
리는 말할 것이다, 악한 들짐승이 그
를 삼켰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꿈이 
무엇일지를 보게 되리라.

21 그리고 르우벤이 들었다, 그리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말
했다, 그를, 그 혼을 치지는 말자.

22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에게 말했

보냈다”란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신성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 왔다”란 일반적 교리물들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 그리고 보니, 그는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란 그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진리로부터 변절되어
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란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내 형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컨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는지 말해주십시요”란 어떻게 이것이 
있었는지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그 이유가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일반적인 교리로부터 
특수한 어떤 교리로 자신들을 향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을 도단에서 찾았
다”란 그들은 거짓 원리들로부터의 특이한 것들 안에 있었음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1,5, 22;7,40:3,4, 예레미야 2:23, 21:13, 
48:8, 49:4, 에스겔 39:11,15, 시편 23:4.
18-22절.  “그리고 그들은 그를 멀리서 보았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멀리서(희미하게)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게 가까이 오기 전, 그들은 그를 죽이자고 음모를 꾸몄다”란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이 소멸되기를 
원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란 그들의 서로 서로의 생각들을 의미한다. 
“보라 꿈의  주인이 온다”란 이런 것들은 텅비었음을 의미한다.
 “지금 오고 있으니 그를 죽이자”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교리의 본질적인 것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 중 
하나에 던지자”란 거짓들 사이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들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말할 것이다”란 탐욕의 삶으로부터의 거짓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꿈들이 무엇이 되어 갈지 볼 
것이다”란 그것에 관한 설교가 거짓으로 판명날지, 그렇게 나타날지 
를 의미한다.
 “그리고 르우벤이 들었다”란 일반적인 측면에서 교회속의 믿음에 
관한 고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할려고...”란 
해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그 혼을 치지는 말자 라고 
말했다”란 그것은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그것은 종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에게 말했다”란 훈계함을 의미한다.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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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를 광
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
나 그에게 손을 지 말자. 이는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내려 해서 
였다.

23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서 그의 옷, 
그가 입고 있는 여러 색깔로 된 옷을 
벗겼다,
24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데려가서 구
덩이에 그를 던졌다. 그리고 그 구덩
이는 그 안에 물이 없이 텅비어 있었
다.
25 그리고 그들은 빵을 먹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을 
들고 보았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
의 집단이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
이 보였는데, 그들은 낙타에 양념과  
수지(향유)와 소합향을 싣고 이집
트로 운반하려 내려가고 있었다.
26 그리고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죽이
고, 그의 피를 덮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27 가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손을 그
에게 지 말자, 그 이유는 그는 우리

흘리지 마라”란 그들은 거룩한 것에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자”란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거짓들 사이에 한동안 감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에게 
손을 놓지 마라”란 그들은 그것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를 의미
한다. “그는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를 그의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란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도록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3, 14:15,19, 에스겔 26:20, 31:14,16, 
32:18,22,23, 시편 30:3, 88:4,6, 요나 2:6, 이사야24:22, 51:13,14, 
에스겔 28:7,8, 스가랴 9:9,11, 시편 28:1, 40:2, 69:15, 107:20, 
143:7, 예레미야 38:6, 요한복음 6:51-58, 에스겔 39:17-21, 계시
록 19:17,18, 스가랴 9:10,11, 요한복음 7:37-39, 시편 72:14, 계시
록 7:14, 12:11, 출애굽기 24:7,8, 이사야 4:4, 15:9, 59:3,7, 예레미
야 2:34, 예레미야 애가 4:13,14, 에스겔 16:6,9, 22:2-4,6,9, 레위
기 17:1-9, 요엘 2:30,31, 계시록 6:12, 8:8, 16:3,4.
23-30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오고 있을 때”란 그것이 이제 
막 설교되려 할 때를 의미한다.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란 
그들은 진리의 나타남을 쫓아버리고 절멸시켰음을 의미한다. “그가 
입고 있는 여러 색깔로 된 옷”이란 선으로부터 온 진리에 관한 나타남
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그를 던졌다”란 거짓들 
사이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 텅비어 있었
다”란 거기에 참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란 거짓으로부터의 악을 
제 것 삼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란 더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집단이 길르앗으
로부터 오고 있었다”란 이방인들이 그러했듯,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낙타에 양념과 수지(향유)와 소합향을 
싣고 있었다”란 내면의 자연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이
집트로 운반하려 내려가고 있었다”란 기억 속의 지식들로부터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선이다면 무엇이든지 
반 하여 타락시키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덮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란 
만일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다 해도 이익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무 
것도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가서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란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은 그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지 말자”란 그들은 책임지는 일 없이 있을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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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제이고, 우리의 살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귀
기울였다.
28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 미디안 사
람들, 상인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들
어 올렸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에 팔았다. 그리
고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그리고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
왔다, 그리고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었
다.
30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돌
아 왔다, 그리고 말했다, 아이가 없
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꼬?

31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
왔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 수염소를 
죽였다, 그리고 옷을 피에 담그었다.
32 그리고 그들은 여러 색깔로 된 
옷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그리
고 말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했습
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의 것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보십시오.
33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
고 말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들짐승이 그를 삼켰다. 요셉이 

“그 이유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살이기 때문이다”란 그들로부터 
있는 것이 받아 졌기 때문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은 
그에게 귀기울였다”란 승낙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갔다”란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 들어 올렸다”란 최소한 거짓 가운데에는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들로부터의 도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란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받아짐, 그리고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부분과는 멀어짐을 
의미한다. “은 이십에...”란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란 기억적 지식으로 상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왔다”란 일반적인 측면에서 교회 
속의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요셉이 구덩이에 있지 않았다”
란 어떤 믿음도 더 이상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찢었다”란 크게 슬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 왔다”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가 없다”란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꼬?”란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4:3, 51:34, 4:23, 이사야 34:11, 
24:10-12, 에스겔 24:9,11, 마태복음 12:43-45, 누가복음 1:53, 
에스겔 22:6,9, 예레미야 8:22, 46:11, 51:8, 계시록 18:11-13, 
에스겔 27:17, 스가랴 5:1-3, 학개 2:16,17, 에스겔 4:10,12,13, 
요한복음 7:40,41,47,48, 누가복음 10:21, 마태복음 13:13, 열왕기
상 11:29-31, 사무엘하 1:1,2,11, 열왕기하 22:11.
31-35절.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 왔다”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수염소를 죽였다”란 기쁨들로부터
의 외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옷을 피에 담갔다”란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부터 온 거짓들로 더럽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색깔로 된 옷을 보냈다”란 그러므로해서 더럽
혀져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란 고 인과 원시 (단순 소박한) 교회, the Primitive 
Church 속의 선들과 진리들과 비교해봄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란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바라건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 보십시요”란 
거기에 비슷함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란 참으로 그것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란 그것은 교회 속의 진리
였음을 의미한다. “악한 들짐승이 그를 삼켰다”란 악 속의 탐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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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진 것이 확실하다.
34 그리고 야곱은 그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 삼베옷을 둘렀
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의 아들 
때문에 통곡했다.
35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로 받기를 거
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통곡하
면서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
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를 위하여 울었다.

36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
집트, 바로의 신하, 친위 장 보디발
에게 팔았다.

그것을 소멸시켰음을 의미한다. “요셉은 찢겨죽은 것이 분명하다”란 
그것은 거짓으로부터는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옷을 찢었다”란 파괴된 진리 때문에 슬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베옷을 그의 허리에 둘렀다”란 파괴된 선 때문
에 통곡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의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란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들...”이란 거짓들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의 모든 딸들...일어났다”란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를 위로하려고...”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위로되는 것을 거절했다”란 이것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통곡하면서 
내 아들에게로, 무덤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란 고  교회는 멸해짐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란 내면
의 통곡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8:5,9,10,12, 에스겔 34:17,18,21, 마태복음 
25:32,33, 아모스 8:10, 요나 3:5-8, 에스겔 27:30,31, 예레미야 
6:26, 예레미야 애가 2:10, 이사야 15:2,3, 예레미야 48:37,38, 이사
야 37:1, 열왕기하 19:1, 시편 30:11, 사무엘하 3:31, 열왕기상 
21:27, 계시록 6:12, 이사야 58:5-7, 요한복음 3:16, 에스겔 
34:18,21, 창세기 50:10,11, 사무엘하 3:32.
36절.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이집트에 팔았다”란 기억 속의 
지식에 상담하는 단순한 선의 어떤 진리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란 내면의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친위 장”이란 해석을 위해 제1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37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
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 the truths Divine, 이 진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거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거짓들이 
그 진리 신 받아들여 졌음이다. 특별히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거스르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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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이 즈음에 유다는 그의 형
제들로부터 떨어져 내려 갔다, 그리
고 아둘람 사람에게로 까지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히라였
다.
2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족의 
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려
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왔다.
3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
르(Er)라 불렀다. 
4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고 아들
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
을 오난이라 불렀다.
5 그리고 그녀는 다시 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는 그녀가 그를 낳을 때 그집
(Chezib)에 있었다.
6 그리고 유다는 그의 장자 에르를 
위하여 여인을 데려 왔다, 그리고 그
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7 그리고 유다의 장자, 에르는 여호
와의 눈에서 악이였다. 그리고 여호
와께서는 그를 죽게 하셨다.
8 그리고 유다는 오난에게 말했다, 
네 형의 아내에게 오라, 그리고 그녀
에게 남편의 동생된 의무를 수행하
라, 그리고 네 형의 씨를 일으키거라.
9 그리고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38
내적 의미 해설

1-5절.  “그리고 그 즈음에...”란 뒤따라오는 것들의 상태를 의미한
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 갔다”란 야곱의 후손, 
특히 유다 지파가 그 나머지 지파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에게로 조차 얼굴을 돌렸다”란 거짓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란 악의 거짓으
로부터 온 악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
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왔다”란 유다 지파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것들과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란 교회의 거짓이 거기서
부터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르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란 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추가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란 우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를 낳을 때 그집에 있었다”란 상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7-11, 에스겔 23:11, 미가 1:15, 민수기 
26:20, 역 기상 4:21, 레위기 20:12.
6-10절.  “그리고 유다는 여인을 데려 왔다”란 그의 후손을 위하여 
있었던 교회를 의미한다. “...그의 장자 에르를 위해서”란 믿음 속의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란 그 교회의 
품질,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에르, 유다의 장자는 여호와의 눈에서 악이었다”란 그것은 
악의 거짓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게 하셨다”란 거기에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란 교회의 표현을 보존하기 위하
여를 의미한다. “네 형의 아내에게 오라, 그리고 그녀에게 남편의 
동생된 의무를 수행하라”란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
다. “그리고 네 형에게 씨를 일으켜 주어라”란 교회가 멸해지지 않도
록 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난은 그 씨가 그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란 증오와 미워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형의 아내에게 왔을 때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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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아내에게 왔을 때이다, 그는 그
것을 땅으로 소실시켜서, 그의 형에
게 씨를 주지 않게 했다.
10 그리고 그의 이 짓은 여호와의 
눈에서 악이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는 그 또한 죽게 하셨다.

11 그리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
에게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젊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거라. 그 이유는 그가 
그의 형제들 같이 죽지 않도록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말은 가
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렀
다.

12 날들이 늘어나졌다, 그리고 유다
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그리고 
유다는 위로 받아졌다, 그리고 그의 
양떼의 털을 깎으러 그와 그의 동료 
아둘람 사람 히라는 딤나로 올라 갔
다.

13 그리고 누가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
러 딤나로 가더라. 
14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과부의 옷

그는 그것을 땅으로 소실시켰다”란 결혼적인 사랑에 반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형에게 씨가 주어지지 않도록”이란 그러므로해서 
거기에는 계속됨이 없음을 의미한디.
 “그리고 그의 이 짓은 여호와의 눈에서 악이였다”란 그것은 신성한 
질서에 반 되는 것이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 또한 
죽게 하셨다”란 거기에도 역시 교회의 표현은 없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5,19-24,28,32-35 25:5-10, 호세아 
4:13,14, 미가 7:3,4,6, 마태복음 10:34-36, 누가복음 12:51-53, 
마가복음 10:29,30, 시편 146:7-9,
11절.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란 일반적 측면에서 야곱의 후손, 
특별하게는 유다로부터 있는 야곱의 후손을 의미한다.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란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교회를 의미하
고, 이는 진리로부터 “며느리”라 불린다.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어라”란 그 자체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한다.“내 아들 셀라가 
젊은 성인이 될 때 까지”란 시간이 찰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가...말
했기 때문이다‘란 생각을 의미한다. ”...그 또한 그의 형들 같이 죽지 
않도록...“이란 그것이 멸해질까 걱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말은 
가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렀다“란 그 자체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4:13,14, 미가 7:3,4,6, 마태복음 10:34-36, 
누가복음 12:51-53, 마가복음 10:29,30, 시편 146:7-9, 68:5, 이
사야 10:1,2, 예레미야 22:3, 에스겔 22:6,7, 말라기 3:5, 출애굽기 
22:21-24, 마태복음 23:14, 누가복음 20:47, 예레미야 49:11, 신명
기 10:18, 누가복음 4:24-26, 이사야 9:14,15,17, 예레미야 
15:7-9, 예레미야 애가 5:2,3, 계시록 18:7,8, 이사야 47:8,9, 레위
기 21:13,14, 에스겔 44:22.
12-14절.  “그리고 날들이 늘어갔다”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아의 딸이 죽었다”란 거짓으로부터의 악에 관련하여 를 
의미한다. “유다의 아내”란 야곱으로부터, 특히 유다로부터 내려오
는 나라들과 더불은 광신적 신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위로되
어졌다”란 휴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양떼의 털을 깎으러 올라 
갔다”란 교회를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있는 어떤 승강을 의미한다. 
“그와 그의 동료 아둘람 사람 히라”란 그것이 아직도 거짓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딤나로”란 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가 다말에게 말하기를,”이란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
을 표현하는 교회와 더불은 어떤 의사 소통을 의미한다. “네 시아버지
가 그의 양떼의 털을 깎으려 딤나로 가더라”란 유  교회가 자체를 
위해 상담받기를 원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과부 차림의 옷을 벗었다”란 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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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고, 자신을 너울로 덮고, 그리고 
자신을 둘둘말았다, 그리고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샘들의 문에 앉았다. 
그 이유가 그녀는 셀라가 성장한 것
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여인으로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유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
리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얼굴들을 덮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
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청컨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록 허
락하라. 그 이유는 그는 그녀가 자기
의 며느리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에
게 들어 온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
렵니까?’
17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너에
게 양떼로부터 염소들 중에서 새끼
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
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어떤 
증거물을 주시렵니까?’
1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무슨 증거
물을 내가 너에게 주랴?’ ‘당신의 손
에 있는 도장과 머리 수건(kerchief)
과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
에게 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로부터 
임신하였다.

19 그리고 그 여자는 일어났다, 그리
고 너울을 벗었더, 그리고 그녀의 과

있는 진리인체 속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을 너울로 덮었다”란 
진리가 불명료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둘둘말았다”란 그러므로해
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샘들의 문에 앉았다”란 교회의 진리들과 거짓들의 중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녀는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고, 자기가 
여인으로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란 야곱의 후손, 특히 
유다로부터의 후손에 있었던 광신적 신앙과 합쳐지는 도리 밖에 
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고 식별함을 의미한다.
15-18절.  “그리고 유다는 그녀를 보았다”란 어떻게 그때 당시 
유  국가의 광신적 신앙이 표현적 교회의 내적인 것들을 주목해서 
보았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다”란 거짓 
외에는 더 달리 주목한 것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얼굴을 덮었기 때문이다”란 내면의 것들이 그들에게 감추여 
있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그녀에게 얼굴을 돌렸다”란 표현적 교회의 
내적인 것이 거짓인 같이 보여 자기와 같기 때문에 그 자체 인접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청컨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록 허락
하라”란 결합을 위한 욕망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는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란 그것이 표현적인 교회이
다 라고 지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당신을 나에게 오게 한다면, 무엇을 나에게 주시렵니까?’”란 조건 
있는 상호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너에게 양떼로부터 염소들 중에서 새끼
를 보낼 것이다’”란 결합의 증거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당신은 증거물을 주시렵니까?’”
란 서로 간에 확실함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무슨 증거물을 내가 너에게 주랴?’”란 그것은 
확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당신의 도장...’”이
란 동의함의 표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 수건’”이란 진리
를 수단으로 를 의미한다.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란 그것의 
능력을 수단으로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
다”란 이러므로해서 그것은 확실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
자는 그로부터 임신하였다”란 이렇게 해서 받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사기 15:1, 민수기 19:15, 이사야 3:1, 10:24,26, 
스가랴 10:11, 이사야 36:6, 14:5, 예레미야 48:17, 호세아 4:12, 
시편 23:4, 125:3, 2:9, 계시록 2:26,27, 12:5, 19:15.
19-23절.  “그리고 그 여자는 일어났다”란 승강을 의미한다. “그리
고 갔다”란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 위로부터 너울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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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옷을 입었다. 
20 그리고 유다는 그의 동료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려서 여
인의 손에서 증거물을 받아 오도록 
보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하
지 못했다.
21 그리고 그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말하기를, 길가 샘들에 있었
던 창녀는 어디에 있소? 그리고 그들
이 말했다, 거기에 창녀는 없었다.

22 그리고 그는 유다에게 되돌아 와
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
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의 사람들이 
말했다, 거기에 창녀는 없었다.
23 그리고 유다는 말했다, 그녀가 그
것을 자기에게 가져가게 하라, 그렇
지 않으면 필시 우리가 책임을 뒤집
어 쓸지 모른다. 보라 나는 이 새끼를 
보냈다, 그리고 너는 그녀를 찾지 못
했다.
24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유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음란하게 놀
아 났다.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간통
으로 아이와 함께 있다. 그리고 유다
가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녀를 태워라.

25 그 여자는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
졌다, 말하기를, 이것들이 있는 사람
에 의해서 나는 아이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청컨  이

란 불명료했던 것이 흩뜨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과부 
차림새의 옷을 입었다”란 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염소들 중의 새끼를 보냈다”란 결혼의 증거물을 
의미한다. “그의 동료 아둘람 사람의 손을 수단으로”란 거짓을 수단
으로 를 의미한다. “...여인의 손으로부터 증거물을 받아가기 위하
여...”란 외적인 증거물 신에 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란 자기 쪽에서 결혼에 관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장소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말하기를,”이란 이 
진리들이 상담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창녀는 어디에 있소?”란 그것
이 거짓이었는지 여부 를 의미한다. “길가 샘들에 있었던...”이란 
그것이 진리 같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란 
진리들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거기에 창녀는 없었다”란 그것은 
거짓이 아니였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게 되돌아 왔다”란 반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란 이것은 거짓을 수단으로 밝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그 장소의 사람들이 말했다, 거기
에 창녀는 없었다”란 그것이 거짓이 아니였음을 진리로부터 지각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녀가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가게 하라”란 
이것은 그에게 무관심했다를 의미한다. “필시 우리는 책임을 면치 
못할런지 모른다”란 비록 그것이 망신거리였다 해도 를 의미한다. 
“보라 나는 새끼를 보냈다”란 증거물이 있으니 충분하다 를 의미한
다. “그리고 너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란 만일 결혼의 어떤 것이 
없다면을 의미한다. 
24-26절.  “그후 석 달이 지났다”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
고 이런 말이 유다에게 말해졌다”란 의사 전달을 의미한다. “말하기
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음란하게 놀아났다”란 결혼적인 어떤 
것이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임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구나 그 여자는 간통으로 아이와 함께 있다”란 거기에서 
어떤 것이 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란 유  국가가 있었던 광신적 신앙으로부터의 판결을 의미
한다. “그녀를 끌어오라, 그리고 그녀를 태워라”란 그것은 근절해야 
한다 함을 의미한다.
 “그 여자는 끌려나갔다”란 그것이 결과를 이제 막 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졌다”란 은
근히 뭔가를 심어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이것들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이와 함께 있다”란 이와같은 품질은 그들의 광신적 
신앙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청컨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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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도장과 머리 수건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인정하라.
26 그리고 유다는 그것들을 인정했
다, 그리고 말했다,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정당하다. 내가 그녀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까닭이다.

27 그리고 해산할 때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
에 있었다.
28 그리고 그 여자는 해산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내 었다. 그리고 
산파가 잡고 그의 손에 두 번 물들인 
것을 매었다, 말하기를, 이것이 첫째
다.
29 그리고 그는 자기 손을 뒤로 당겼
다, 보라 그의 동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깨
뜨려서 네 위에 깨뜨림(위반)이 있
느냐?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베레
스라 불렀다.
30 그리고 그 뒤에 두 번 물들인 (것
을) 맨 그의 형이 나왔다. 그리고 그
는 그의 이름을 제라, Zerah 라고 불
렀다.

들, 도장과 머리 수건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인정하라”란 이것은 
증거물로부터 알게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들을 인정했다”란 그들의 것임을 그들은 확증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더 정당하다”란 
거기에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과 결합함은 없고, 단지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과 결합함 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은 까닭에서이다”란 외적인 것이 이와같은 품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알려는 것을 
더 추가하지 않았다”란 더 이상 결합은 없었음을 의미한다.
27-30절.  “..의 때가 오고 있었다”란 뒤따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녀의 해산”이란 내적 진리 쪽에서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쌍둥이가 그녀의 자궁에 있었다”란 교회의 두가지 모두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다”란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이 
나왔다”란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파가 잡았다”란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손에 두 번 물들인 것을 매었다”란 
그 여자는 그것에 표시를 해놓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 물들인 것은 
선을 명시한다. “말하기를, 이것이 첫째다”란 이것이 우위를 가졌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을 끌어 당겼다”란 그것은 그것의 능력을 
감추었음을 의미한다. “보라, 그의 아우가 나왔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깨뜨려
서 네 위에 깨뜨림을 있게 했느냐?”란 그것이 선으로부터 가상적으
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 후에 그의 형이 나왔다”란 실지로는 선이 우위임을 의미한다. 
“그의 손에 두 번 물들인 것을 가졌던...”이란 그것이 선이였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제라 라고 불렀다”란 
그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2, 44:24, 시편 22:9, 이사야 46:3, 시편 
58:3, 호세아 13:13, 9:11, 이사야 48:8, 계시록 12:1,2, 예레미야 
4:30, 사무엘하 1:17,18,24, 출애굽기 26:31, 26:36, 27:16, 민수기 
4:5,7,8 28:6,8, 27:15, 27:33, 계시록 17:3,4, 18:16, 이사야 1:18, 
출애굽기 13:12, 34:19, 민수기 18:15, 3:12, 시편 144:13,14, 아모
스 9:11, 이사야 58:12, 22:9, 에스겔 13:5, 22:30, 시편 106:23, 
아모스 4:2,3, 사무엘하 6:8.

내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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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데려 가졌
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 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집트
로 데리고 갔던 이스마엘 사람의 손
으로부터 샀다.

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는 만사가 형통하
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
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다.
3 그리고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
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순조로워지게 만
드신다는 것도 보았다.
4 그리고 요셉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그를 섬
겼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그의 집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5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의 우두머리로 
앉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긴 
그 때로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 때

  38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유  교회와 진짜 교회이다. 
유  교회는 유다에 의해 묘사되었고, 진짜 교회는 다말에 의해 
묘사되었다.
  다말의 아들들은 교회의 두 필수 요소, 즉 믿음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즉 베레스는 믿음을, 그리고 제라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그들의 출생은  교회에서 사랑이 실지로 첫 출생이고, 믿음은 첫 
출생인듯 비쳐질 뿐임을 표현하고 있다. 

39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요셉”이란 합리성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로 데려 가졌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에로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샀다”란 그것은 
기억적 지식의 내면적인 것들 사이에 있었다 를 의미한다. “수비
장”이란 해석을 위해 제일 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집트 사람”이란 
자연적 진리를 의미한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부터”란 단순한 
선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이란 이 선으
로부터 이들의 기억적 지식으로 하강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1:1.
2-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란 신성이 영적
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었다”란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졌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다”란 그것이 
자연적인 선에 입회시켜지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란 신성이 
그 안에 있음이 자연적 선에서 지각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서 번창하도록 만드셨
다는 것...”이란 모든 것들은 신성한 섭리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란 그것은 받아
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요셉은 그를 섬겼다”란 기억적 지식이 그것
의 선에 충당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그의 집의 
우두머리에 앉혔다”란 선이 거기에 그 자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겨 놓았다”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이 마치 권능을 가진듯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그의 집의 우두머리로 그를 앉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였다”란 선 그 자체가 거기에 적용된 후 있는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 속했던 모든 것은 마치 권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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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
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은 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판에 있는 것
이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내려졌다.
6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겨 놓았다. 그리고 그
는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
리고 요셉은 형체가 아름다웠고, 그
리고 쳐다보기에도 아름다웠다.

7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은 후,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자기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
다, 나와 함께 눕자.
8 그리고 그는 거절했다, 그리고 그
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내 주인
께서는 집에서 무엇이 나와 함께 있
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9 그는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 말고는 
어떤 것도 나에게 금지한 것이 없습
니다. 그 이유가 당신은 그의 아내이
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느님께 죄를 진단 말
입니까?
10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여자
는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고, 그는 그
녀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녀와 눕
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
다.
11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자기 일을 

있는듯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 때문에 이집
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란 그것은 신성으로부터 자연적인 
것 안에 천적인 것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
이...”이란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의 집에, 들판에 있는 모든 것에 
내려졌다”란 생활에, 그리고 교리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손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 놓았다”란 
마치 모든 것들이 그것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듯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먹는 것 말고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란 선은 거기서부터 그 자신을 만들
어지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모양이 아름다웠고, 쳐다보
기에도 아름다웠다”란 거기서부터 믿음 속의 진리가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0:17, 시편 136:1-3, 계시록 17:14, 누가복음 
2:26, 20:41,42, 110:1, 말라기 3:1, 1:6, 105:17,19-21.
7-9절.  “이런 말들이 있은 후...”란 셋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눈을 들었다”란 영적 진리가 아닌 
자연적인 진리가 자연적 선에 합쳐짐, 그리고 자연적 진리의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다, 나와 함께 눕자”란 자연적 
진리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 선과 결합을 원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거절했다”란 혐오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란 이 진리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 주인
은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있읍니다”란 자연적 
선은 제 것 삼는 것 조차도 바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었읍니다”란 모든 것은 그것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크지 않다”란 영적이지 않은 자연적 
선은 시간 차원으로는 앞서나 상태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당신 말고는 어떤 것도 나에게 금지 시켜 놓은 
것이 없읍니다”란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합쳐지는 것은 금하여졌
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란 
그것은 또 다른 선과 합쳐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란 
그러므로 분열이 있을 뿐 결합은 없음을 의미한다.
10-15절.  “시간이 흘렀다”란 네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다”란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의미한다. “그는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그녀와 눕지도 아니 하였다”란 그것은 
결합을 혐오했음을 의미한다. “...그녀와 함께 있지도...”란 이런 식으
로 하나가 되지 않도록 을 의미한다.
 “어느 날이었다”란 다섯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그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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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집에 들어 갔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
다.
12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옷을 잡아 
그를 못가게 하고, 말하기를, 나와 
눕자. 그러자 그는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하여 밖
으로 나왔다.
13 그리고 그 여자는 그가 자기 손에 
옷을 놓아 둔채 떠난 것을 보고,

14 그 여자는 그 집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
하기를 보라, 그가 우리를 조롱하라
고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는 나와 함께 눕겠다고 나에게 왔
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15 그는 내가 목청을 드높여 외친 
것을 듣고는 떠났는데, 그는 나에게 
자기 옷을 남겼다, 그리고 도망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16 그 여자는 그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놔두
었다.
17 그리고 그 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
려고 나에게 왔다.
18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높혀서 
외쳤더니 그가 도망했는데 내 옆에 
자기 옷을 남겼다. 

19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의 말들을 

하려고 집에 들어 갔다”란 그것이 자연적인 것 안에서 영적 선과 
결합하는 일을 하려는 가운데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란 그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 여자는 그의 옷을 잡아 못가게 했다”란 영적이지 않은 진리가 
그 자체를 영적 진리의 최말단에 적용시켜보려 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란 결합을 목적으로 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놓아 둔채...”란 그것이 최말단
의 진리를 가져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망해서 밖으로 나갔다”
란 그것은 그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진리를 가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보았을 때...”란 이 문제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
한다. “그가 자기 손에 옷을 남겨 둔채, 도망한 것을...”이란 최말단의 
진리의 분리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 여자는 그녀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질렀다”란 거짓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간곡히 타이름
을 의미한다. “보라, 그가 우리에게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다”란 종을 
의미한다. “우리를 조롱하라고...”이란 그것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는 나와 눕자고 나에게 왔다”란 그것은 그 자체 합쳐지기를 바랬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란 혐오를 의미한다. 
“그가 ...듣게 되자”란 그것이 지각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내가 내 소리를 더 높혀서 외쳤다”란 더 큰 혐오임을 의미한다. 
“그는 나에게 자기 옷을 남겼다”란 그것이 접근했음에 한 증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망해서 밖으로 나갔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자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3,5, 59:16,17.
16-18절.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곁에 그의 옷을 놔두었다”란 
그것은 최말단의 진리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 까지”란 그것은 자연적 선과 소통할런지 모른다 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란 거짓되게 말함을 의미
한다.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 온 히브리 종이 나에게 왔다”
란 그 종을 의미한다. “나를 희롱하려고”란 그것이 일어났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내가 큰소리를 내어 외쳤다”란 큰 혐오가 지각되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그는 내 곁에 자기 옷을 남겼다”란 증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망했다”란 그 다음 그것은 그 자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1:24-26, 1:17, 마가복음 3:24,25,27, 누가복
음 12:39, 12:52,53, 10:5-7.
19,20절.  “...이었다”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주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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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을 때 이었다, 즉 그 여자가 그에
게 말했는 바,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했다는 말에 따라 그의 분노
가 점화되었다.
20 그리고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갔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처넣었는
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고 있
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 감옥에서 있
었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
께 하셨다, 그리고 자비가 그에게 기
울어 있었다,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
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22 그리고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
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리고 그들이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행위자 였다.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
지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
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잘 
풀려가게 만드셨다.

여자가 그에게 말한 것, 그의 아내의 말들을 들었을 때”란 진리 
같이 나타난 거짓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했다는 말에 따라”란 확증을 의미한다. “그의 분노가 점화되
었다”란 영적 진리를 혐오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갔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시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란 선에 반 되게 
거짓을 말함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왕의 죄수가 갇혀 있는 곳”이란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거기 감옥에서 있었
다”란 시험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6,7, 42:22, 24:21,22, 10:3,4, 스가랴 
9:10-12, 시편 69:33, 79:11, 102:19,20, 이사야 49:8-10, 61:1,2, 
시편 146:7-9, 25:34-36.
21-2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란 신성이 
그분 안에 계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비가 그에게 기울어 있었
다”란 모든 것에 있는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간수
장의 눈에서 은혜를 주셨다”란 결과에 있는 시험 속에서 위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수장...”이란 시험의 상태에서 있는 통치하는 진리를 의
미한다.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란 그분 
자신으로부터 모든 거짓들 위에 군림하심을 의미한다. “그들이 거기
서 무엇을 하든 그가 행위자였다”란 절 적 권능을 의미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란 그분 그 
자신이 진리를 통치하셨다 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란 그분 안에 있으신 신성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잘 풀리게 만드셨다”
란 신성한 섭리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7, 19:11,13, 10:7,8, 31:8,9, 30:3,4, 
34:11,12, 43:28, 예레미야 17:25, 50:35-37, 예레미야 애가 
2:1,2,9, 5:10-12, 에스겔 7:27, 12:12, 호세아 3:4, 시편 
45:13-16, 요한복음 10:17,18.

내적 의미 요약
  39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주님, 즉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의 내적 인간을 신성으로 만드셨는지이다. “야곱”은 앞의 장에
서 외적 인간을 묘사했다. “요셉”이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묘사하는 
것은 내적 인간이다.
  이는 신성한 질서에 따라 행동되었기 때문에 이 질서가 여기서 
기술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시험도 기술되는데, 이것이 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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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이런 말들이 있은 후에, 그들, ,즉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짓는 일이 있었다.

2 그리고 바로는 그의 두 시종장, 곧 
술 맡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에
게 화를 내었다. 

3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감옥에, 수비
장의 집에 있는 구치소에 가두었

는데, 이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였다.

4 그리고 수비 장은 그들 위에 요셉
을 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섬겼
다. 그리고 그들이 구치소에 있은지 
여러 날이 되었다.

5 그리고 그들, 감옥에 갇힌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그들 
둘 다 꿈을 꾸었고, 그들 각자가 같은 
날 밤에 꾸었고, 각자의 꿈의 해석은 
각각이었다.

6 그리고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수단이다.
40

내적 의미 해설
1-4절.  “...일이 있었다..”란 새로운 상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 말들 후에...”란 앞서 일어난 것들 후에 를 
의미한다. “그들이...죄를 지었다”란 뒤집힌 질서를 의미한다. “이집
트 왕의 술 맡은 자”란 지성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육체 안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빵 굽는 자”란 의지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육체 
안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들의 주인 이집트 왕”이란 그것들이 자연
적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화를 내었다”란 새로운 영적 인간은 자체를 돌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두 시종장에게”란  육체 안의 두 종류의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를 의미한다. “술 맡은 시종장에게, 빵 굽는 
시종장에게”란 일반적으로 지적 부분과 의지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구치소에 가두었다”란 거절을 의미한다. “수비

장의 집에 있는”이란 해석을 위해 제일 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감옥에”란 거짓들 사이에 를 의미한다.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란 
지금 이러한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비 장은 그들 위에 요셉을 두었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해석을 위해 제일 가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섬겼다”란 그가 그들을 훈육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치소에 있은지 여러 날이 지났다”란 
그들을 거절한 상태가 길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3, 누가복음 24:39, 이사야 56:3-5.
5-8절.  “그리고 그들은 둘 다 꿈을 꾸었다”란 그들에 관한 예견을 
의미한다. “같은 날 밤에 각기 꿈을 꾸었다”란 그들에게 불명료한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의 꿈의 해석은 각각이
었다”란 그들이 자신들 안에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란 두 종류의 감각적인 것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이집
트 왕의...”란 자연적인 것의 내면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이란 거짓들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왔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드러나 명료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란 지각
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란 그들이 슬픈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시종장들에게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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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의 구치소에
서 그와 함께 있는 시종장들에게 물
어, 말하기를, 오늘 당신들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8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우
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자가 없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에게 말했다, 해석은 하느님에게 속
한 것 아닙니까? 청컨  나에게 말해
보시오.

9 그리고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
했다, 내 꿈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10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세 어린 가
지가 있었고, 싹이 났고, 꽃이 피었
고, 거기서부터 송이들에 포도들이 
여물었다.
11 그리고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었
다, 그리고 나는 포도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의 잔에 짜넣
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의 손바닥에 
그 잔을 주었다.
12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말했다, 이
것이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 세 어
린 가지들은 삼일입니다.
13 이제부터 삼일이 지나면 바로께
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줄 것입
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
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했던 이전의 방법

다”란 감각적인 것들에 질문함을 의미한다. 
 “그의 주인의 집의 구치소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이란 거절되어 
졌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당신들의 안색이 안 좋으니 어찌된 
일입니까?”란 어떤 애착으로부터 이 슬픔이 있었는가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란 이런 것들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
다. “우리가 꿈을 꾸었다”란 예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란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해석들은 하느님에 속한 것 아닙니까?”란 신성이 이런 
것들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청컨  나에게 말해보시오”란 그것은 
알려질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4.
9-13절.  “그리고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지적 부분에 종속된 감각적인 것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한 사건을 지각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거절되어 왔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지각으로부터의 계시를 의미한다. “내 꿈에서”란 예언을 의미한다. 
“보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란 지적 부분을 의미한다.
 “포도나무에 세 어린 가지가 있었다”란 거기서부터 마지막 까지 
조차를 의미한다. “싹이 돋았다”란 재 출생이 결과되게 하는 수단인 
유입 (influx) 을 의미한다. “꽃이 피었다”란 거듭남 가까이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송이들에 포도들이 여물었다”란 영적 
진리가 천적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었다”란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이 
외면에 유입됨, 그리고 받아들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포도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의 잔에 짜넣었다”란 거기 
영적 근원으로부터의 선들에 상호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 잔을 바로의 손바닥에 바쳤다”란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을 수단으
로 제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것에 관한 해석입니다”란 
해석이 본질적으로 가진 것에 관하여 자연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
로부터 지각하여 밝히 알게 됨을 의미한다. “세 어린 가지란 삼일 
입니다”란 마지막에 까지 계속되는 갈래들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삼일”이란 거기에 새로운 상태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란 설비된 것, 그로부터 
결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란 지적 부분에 
종속된 감각적인 것 속의 것들이 질서에로 환원됨, 그리하여 그것들
이 자기들 위치인 마지막 장소에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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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로의 잔을 그에게 바칠 것입니
다.

14 그러나 당신이 잘 되어 갈 때 당신
과 함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리고 청컨  나에게 자비를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 관하여 바로
에게 진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집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15 나는 도적에게 유괴되었기에 히
브리인들의 토지에서 끌려왔습니
다.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넣어도 될 만큼 잘못을 하지도 않
았습니다.

16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은 
그가 좋게 해석한 것을 보았다, 그리
고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역시 
내 꿈 안에 있었다, 그리고 보라 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바칠 것이다”란 그러므로해서 감각적인 것들
이 내면의 자연적인 것을 섬기게 된다를 의미한다. “이전의 방법에 
따라”란 질서의 법칙에 일치하여 를 의미한다. “당신이 그의 술 맡는 
자 였을 때...”란 이 종류의 감각적인 것들과 더불어 여느 때 같이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18,21, 에스겔 17:2,3,5-8, 19:10,11, 호
세아 14:5-8, 스가랴 8:11,12, 말라기 3:11, 10:1, 창세기 49:11, 
시편 80:8-11,13, 계시록 14:19,20, 이사야 7:23, 24:6,7, 
32:12,13, 예레미야 8:13, 5:15,17, 호세아 2:12, 요엘 1:6,7,12, 
2:22 시편 105:33, 하박국 3:17, 미가 4:2,4, 스가랴 3:10, 열왕기상 
4:24,25, 마태복음 26:29, 요한복음 15:1,2,4,5,12, 이사야 5:1,2,4, 
65:8, 예레미야 8:13, 호세아 9:10, 미가 12:1,2, 아모스 9:13,14, 
창세기 49:11, 신명기 32:14, 32:32, 계시록 14:18, 마태복음 7:16, 
누가복음 6:44, 신명기 23:24, 시편 23:5, 116:12,13, 마가복음 
9:41, 마태복음 26:27,28, 마가복음 14:23,24, 누가복음 22:20, 
마태복음 23:25,26, 누가복음 11:39, 마가복음 7:4,8,9, 예레미야 
25:15-17,28, 예레미야 애가 4:21, 에스겔 23:31-34, 이사야 
51:17, 하박국 2:16, 시편 75:8, 누가복음 22:42, 마태복음 
26:39,42,44, 마가복음 14:36, 요한복음 18:11, 마가복음 
10:38,39, 마태복음 20:22,23, 예레미야 51:7, 계시록 17:4, 
18:2-4,6, 16:19, 14:9,10, 열왕기하 25:27,28, 예레미야 52:31.
14,15절.  “그러나 당신과 함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요”란 믿음을 
받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더불어 잘되어 갈 때”란 상응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청컨  나에게 자비를 행하여 주십시요”란 선행을 받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 관한 진술을 바로에게 하여 주십시요”란 
내면의 자연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이 집에서 
꺼내 주십시요”란 악들로부터 구출됨을 의미한다.
 “나는 도적에게 유괴되었다”란 천국적인 것들이 악들로 말미암아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의 토지로부터”란 교회로부터를 
의미한다. “여기서도 나는...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란 순진을 의미한
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처넣어도 될 만한...”이란 거짓들 사이에
서 거절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5:35,36, 스가랴 5:1,3,4, 여호수아 
7:10,11,21,25, 예레미야 49:8-10, 오바디야 5절, 요엘 2:2,7,9, 
시편 50:17-19, 계시록 9:21, 요한복음 10:1,2,9,10, 신명기 5:19.
16-19절.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이...보았다”란 의지 부분
에 종속된  감각적인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가 좋게 해석했다는 
것...”이란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천적인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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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에 구멍을 가진 세 바구니가 
있었다.

17 그리고 가장 위쪽 바구니에 빵 
굽는 자가 작업한 바로를 위한 모든 
음식이  있었다. 그리고 새가 내 머리 
위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다.
18 그리고 요셉은 답하여 말했다, 
이것이 그 꿈의 해석입니다. 세 바구
니는 사흘입니다.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는 당신 
위로부터 당신의 머리를 떼어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당신
을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
신 위에서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
다.

20 그리고 사흘이 지나, 바로의 생일
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종들
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종들 가운데에서 술 맡은 자들
의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21 그리고 그는 술 맡은 시종장을 
복직 시켰다, 그리고 그는 잔을 바로
의 손바닥에 바쳤다. 

꿈 안에 있었다”란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세 바구니들...”이
란 의지 속의 연속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내 머리 위 그것들은 
구멍을 가지고...”란 중간 어느 곳에 종결됨이 없이 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위쪽 바구니...”란 의지 부분의 가장 안쪽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바로를 위한 모든 음식 ”이란 자연적인 것의 자양분인 
천적인 선이 가득함을 의미한다. “빵 굽는 자가 작업한...”이란 감각
적인 것의 모든 용도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새들이 내 머리 
위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그것을 
살라버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답하여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천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하여 밝히 앎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에 관한 해석입
니다”란 그 안에 가진 것을 의미한다. “세 바구니들”이란 연속되는 
의지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사흘이다”란 마지막에 조차를 의미한
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란 마지막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는 
당신 위로부터 당신의 머리를  떼어 들 것입니다”란 앞일을 내다 
보는 것으로부터 결론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을 나무
에 매달 것입니다”란 거절과 저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새가 당신 
위로부터 당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이런 
감각적인 것들 속에 있는 것을 살라 버릴 것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4:1,2, 신명기 26:1,2,4, 출애굽기 
29:2,3,32, 민수기 6:15,17,19,20 이사야 19:9,10, 에스겔 8:7-10 
예레미야 애가 1:11, 이사야 55:1, 요엘 1:15-17, 시편 144:13-15, 
요한복음 6:27, 55, 4:32-34, 누가복음 13:19, 에스겔 17:23, 
31:3,6, 31:13, 다니엘 4:10,12,18, 예레미야 4:25, 9:10, 마태복음 
13:3,4, 신명기 21:22,23.
20-23절.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다”란 마지막에서...를 의미한다. 
“바로의 생일에”란 자연적인 것이 거듭나졌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 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들에게 전하고 그것들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머리
를 들어 올렸다”란 설비되고 예견된 것에 따라를 의미한다. “술맡은 
자들의 시종장과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의...”이란 두 부분들, 즉 
지적 부분과 의지 부분에 종속된 감각적인 것들에 관하여 를 의미한
다. “그의 종들 가운데에서”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들에 있었던 이런 
것들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술 맡은 자들의 시종장을 복직시켰다”란 지적 부분의 감각적
인 것들이 받아졌고 종속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잔을 바로의 손바닥에 바쳤다”란 내면의 자연적인 것에 쓸모가 있음
을 의미한다.



창세기 41 - 241 -
22 그리고 그는 빵 굽는 자들의 시종
장을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
석해준 그 로였다. 
23 그리고 술 맡은 자들의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는 그를 잊었다.

41

1 만 이 년이 흘러가고 있었을 즈음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리고 바라보
니 그는 강 가에 서있었다.
2 그리고 보니 강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올라왔
다. 그리고 그들은 사초(sedge)에
서 먹고 있었다.

3 그리고 보니 보기에 흉하고 야윈 
또다른 일곱 암소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강 둑 위 암소 곁에 

 “그리고 그는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을 매어 달았다”란 의지 부분의 
감각적인 것들은 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그 로 였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술 맡은 자들의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란 자연
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들과의 결합은 아직 없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잊었다”란 제거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9:30, 20:16, 마가복음 10:31, 누가복음 
13:30, 9:48, 마가복음 10:44, 마태복음 20:26,27.

내적 의미 요약
  제 40장의 내적 의미에서의 주제는 시험들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를 수단으로 육체적으로 있는 것들 조차도 상응 안으로 가져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있는 것들은 소위 감각적인 것들이
라 불리운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적 부분에 종속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의지 부분에 종속되는 것이 있다. 지적 부분에 종속
되는 것들이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로 표현되고 있고, 의지 부분에 
종속되는 것들이 그의 빵 굽는 자로 표현되고 있다. 전자는 한동안 
존속되나 후자는 내쳐진다. 이것이 술 맡은 자의 복직과 빵 굽는 
자의 매달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내적 의미의 
시리즈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41
내적 의미 해설

1-4절  “만 이 년이 지난 후”란 결합한 상태 후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었다”란 자연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설비된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보니 그는 강가에 서있었다”란 경계선으로부터 경계선 
까지를 의미한다. “보니 강으로부터”란 경계선에서 를 의미한다. 
“일곱 암소가 올라왔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보기에 아름답고”란 믿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진”이
란 선행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초(잔디)에서 
먹고 있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니 일곱 다른 암소가 그 뒤를 따라 강으로부터 올라 왔다”
란 경계선에서 역시 자연적인 것 속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보기에 
흉하고”란 믿음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야윈”이란 선행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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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었다.
4 그리고 보기 흉하고 야윈 암소가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일곱 암소
를 먹어 치웠다. 그리고 바로는 깼다.

5 그리고 그는 잠들었고,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보니 통통하고 
우량한 일곱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
서 나왔다.
6 그리고 보니 동풍에 바싹 말리워지
고 홀쭉한 일곱 이삭이 그 뒤를 따라 
튀어나왔다. 
7 그리고 그 홀쭉한 이삭들이 통통하
여 알찬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바로는 깼다, 그리고 보니 그것은 꿈
이었다.

8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의 영혼은 
번민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
서 이집트의 마술사, 그리고 현인들
을 모두 불렀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
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그리고 바로
에게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9 그리고 술 맡은 자들의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저는 오
늘에야 내 죄를 기억합니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를 내셨습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둑 위 암소 곁에 서있었다”란 
그들은 진리들이 있었던 경계선에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 흉하고 야윈 암소가 먹어 치웠다”란 믿음 속에도, 
선행 속에도 있지 않았던 거짓들이 내쫓았음을 의미한다. “보기에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란 믿음 속에 있고 선행 속에 있었던 자연적
인 것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깼다”란 계발의 상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23, 49:8,9, 예레미야 23:1,2, 50:19, 예레미야 
애가 1:6, 에스겔 34:14, 호세아 4:16, 미가 5:2,4, 7:14, 스바냐 
3:13, 시편 23:1,2, 100:3, 계시록 7:17, 요한복음 10:9, 21:15-17.
5-7절.  “그리고 그는 잠들었다”란 희미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란 설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니 
일곱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왔다”란 함께 연합을 이룬 자연적인 
것 속의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통통하고 우량한”이란 믿음과 
선행 속의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니 홀쭉한 이삭”이란 사용함이 없는 기억적 지식을 의미
한다. “그리고 동풍에 바싹 말리운...”이란 탐욕이 꽉 차있음을 의미
한다. “그들 뒤에 튀어 나왔다”란 가까이에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홀쭉한 이삭이 살지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란 
사용함이 없는 기억적 지식이 쓸모 많은 기억적 지식을 내쫓았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깼다”란 계발의 일반적 상태를 의미한
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란 그 희미함에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7:12,13, 마가복음 4:26-29, 시편 78:26,27, 
에스겔 17:10, 19:12,14, 이사야 27:8, 호세아 13:15, 예레미야 
18:17, 시편 48:7, 이사야 2:6, 호세아 12:1. 
8절.  “아침이 되었다”란 이 새로운 상태에서 를 의미한다. “그의 
영혼은 번민했다”란 혼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 모든 현인들을 불렀다”란 내면 뿐만 아니라 
외면의 기억적 지식과 상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란 장차 올 것들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란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상 4:30, 10:1,3, 이사야 19:11,12, 다니엘 5:11, 
1:19,20, 열왕기상 4:34, 10:8.
9-13절.  “그리고 술 맡은 자들의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했다”란 
지적 부분에 종속된 감각적인 것으로부터의 생각을 의미한다. “말하
기를”이란 거기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는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란 분리된 상태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바로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화를 내셨읍니다”란 자연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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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저를 수비 장의 구치
소에 처넣으셨는데, 나와 빵 굽는 자
들의 시종장도 함께입니다.
11 그리고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나와 그 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각기 꿈
을 꾸었습니다.
12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히브
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수비 장
의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게 말했습니다,
13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
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꿈에 
따라서 각각에게 그는 해석을 했습
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우리에게 해석했던 그 로 되었습
니다. 그는 나를 복직 시켰고 그는 
그를 매달았습니다.

14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구덩이로부터 황급히 데려왔다. 그
리고 그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었다, 그리고 바로에게 왔다.

15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
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
가 너에 관해 들은즉, 말하기를, 너는 

그 자체 돌아섰을 때 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수비 장의 구치소에 
가두었다”란 해석을 위해 제일가는 것들을 수단으로 거절함을 의미
한다.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시종장”이란 두 감각적인 부분들을 의미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란 희미함 속에서 미리 
내다 본 것을 의미한다. “나와 그”란 두 감각적인 부분들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의 꿈의 해석에 따라서 각기 꿈을 꾸었다”란 
양쪽에 사건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란 시험 때문에 
교회의 무죄함이 저쪽에서 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수비 장의 
종”이란 그 안에는 해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일하는 진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란 거기로부터 지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읍니다”란 희미함
에서 미리 본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를 의미한다. “그의 꿈에 따라 
각각에게 그는 해석을 했다”란 진리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 흐른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그 로 되었다”란 사건이 이와 
같았음을 의미한다. “그는 나를 복직시켰다”란 지적 부분의 감각적
인 것은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매달았다”란 
의지 부분의 감각적인 것은 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8:17, 마가복음 9:36, 37, 누가복음 
9:47,48, 마태복음 21:15,16, 시편 8:2, 마태복음 18:3, 스가랴 8:5, 
시편 148:12, 103:4,5, 요엘 3:3, 예레미야 51:22, 이사야 9:6.
14절.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냈다”란 새로운 자연적인 것을 
좋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을 불렀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
인 것을 받으려고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구덩이로부터 
황급히 데려왔다”란 시험의 상태 같은 것이 방해함을 재빠르게 거절
하는 것, 그리고 바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수염을 깎았다”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들 속에 있는 것에 관련하여 거절하고 변화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 입었다”란 적합한 것을 입는 내면
의 자연적인 것 속에 있는 것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에
게 왔다”란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자연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4:19,20, 레위기 21:5,6, 민수기 8:7, 
6:9,13,18, 사사기 16:17,19,22, 예레미야 7:28,29, 이사야 7:20, 
미가 1:16.
15,16절.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는 꿈을 꾸었다”
란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무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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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 더라.

16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답했
다, 말하기를, 내가 아닙니다. 하느
님께서 바로에게 평화를 답하실 
것입니다.
17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내 꿈에서 바라보니 나는 강둑 옆에 
서있었다.
18 그리고 바라보니 강으로부터 살
지고 형체에서도 아름다운 일곱 암
소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들은 사초
에서 먹고 있었다.
19 그리고 바라보니 일곱 다른 암소
가 그들 뒤를 따라 올라 왔는데, 그것
들은 야위고 보기에도 흉측했는데, 
나는 이렇게 야위어 불량한 것을 이
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본 적이 없었
다. 
20 그리고 야위고 보기 흉한 암소가 
처음의 살진 암소를 먹어 치웠다.

21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뱃
속에 들어갔는지 알려지지 아니했
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는 처음 같이 
나빴다. 그리고 나는 깼다.
22 그리고 나는 꿈에서 보았다, 그리
고 바라보니 알차고 우량한 일곱 이
삭들이 한 줄기에서 나왔다.
23 그리고 바라보니, 동풍에 말리워
지고, 야위고 시든 일곱 이삭들이 그 
뒤를 따라 튀어나왔다.
24 그리고 야윈 이삭들이 우량한 일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더니...”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지닌 
능력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는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 더라”
란 미리 내다 본 것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답했다”란 지식을 의미한다. “말하기
를, 내가 아닙니다”란 그것은 인간 만으로부터가 아니였음을 의미한
다. “하느님께서 바로에게 평화를 답하실 것입니다”란 결합을 통
하여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17-24절.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
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생각함을 의미한다. “내 꿈에서”란 
희미함에서 미리 내다 본 것을 의미한다. “바라보니 나는 강둑 옆에 
서있었다”란 경계선으로부터 경계선 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라보니 강으로부터...”란 경계선 안에서 를 의미한다. 
“일곱 암소가 올라 왔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살진”이란 선행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체에서도 아름
다운...”이란 그로부터 믿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사초
에서 먹고 있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라보니 일곱 암소가 그 뒤를 따라 나왔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얇고 형체에서도 흉측한”이란 텅비고 
믿음 없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야윈”이란 선행 속에도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렇게 불량한 것을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서 본적이 없다”란 이와같을 경우 선들과 진리들과는 어느 방법으로
도 합쳐질 수 없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위고 악한 암소가 먹었다”란 선행 속에 없고, 믿음 속에 
없는 거짓들이 내쫓았다 를 의미한다. “처음의 살진 암소”란 선행으
로부터 믿음 속에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뱃속에 들어갔다”란 내면적인 추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뱃속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란 
선 속의 진리들은 더 이상 지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는 시작 때와 같이 나빴다”란 소통과 결합의 어느 것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깼다”란 계발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란 희미함에서 더 내다 보는 것을 의미한
다. “바라보니 일곱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왔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기억적 지식들이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알차고 우량한”이란 믿음과 
선행 속의 것들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들고 야위고 동풍에 말라버린 일곱 이삭들”이란 무용한 기억적 
지식들과 탐욕이 가득차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 뒤를 따라 튀어 
나왔다”란 가까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윈 이삭이 일곱 통통한 이삭들을 삼켰다”란 무용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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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이삭들을 삼켰다. 그리고 나는 이
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는 아무
도 없었다.
25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말했다, 
바로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바
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6 일곱 우량한 암소는 일곱 해입니
다, 그리고 일곱 우량한 이삭들은 일
곱 해입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27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나온 일곱 
야위고 볼 품 없는 암소는 일곱 해입
니다, 그리고 동풍에 말리워진 텅빈 
일곱 이삭들은 흉년의 일곱 해입니
다.

28 이것은 내가 바로에게 말했다 라
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
을 그분께서는 바로가 보겠끔 하신 
것입니다.
29 바라보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
의 일곱 해가 올 것입니다.
30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흉년의 일곱 
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의 모든 풍부함이 이집트 전역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믐은 
이 토지를 사를 것입다.
31 그리고 산출물의 풍부함도 그 뒤
를 이은 흉년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비통함
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2 그리고 이 꿈이 바로에게 두 번 

적 지식들이 유용한 기억적 지식들을 추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했다”란 내면의 기억적 지식들과 상의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란 그것들로부터 지각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를 의미한다.
25-27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
니다”란 미리 보여진 두 가지는 똑같다 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분께서는 바로에게 보이셨다”란 설비된 것을 자연적
인 것이 지각하도록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일곱 우량한 암소는 일곱 해입니다”란 내면의 자연적인 것 안에서 
진리가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꿈은 하나이다”란 양쪽 다 
결합을 수단으로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 뒤를 따라 나온 일곱 야위고 불량한 암소는 일곱 해입니다”란 
내면의 자연적인 것에 떼지어 몰려든 거짓들이 증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풍에 말리워진 일곱 텅빈 이삭들”이란 외면의 자연적
인 것에 떼지어 몰려든 거짓들이 증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흉년
의 일곱 해이다”란 이로부터 진리가 얼핏 보기에 없는 듯함, 즉 
결핍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3:18, 21:17, 계시록 1:4, 3:1, 4:5, 5:1, 5:6, 
8:2, 10:7, 15:6,7, 12:3, 13:1, 17:3,7,9-11.
28-32절.  “이는 내가 바로에게 말했다 라는 말이다”란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것을...”이란 설비되어진 것에 관하여 를 의미
한다. “그분께서는 바로가 보겠끔 하셨다”란 자연적인 것의 지각을 
의미한다.
 “바라보니 ...일곱 해가 온다”란 섭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다”란 양쪽(외면, 내면)의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의 증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뒤를 이어 흉년의 일곱 해가 발생할 것이다”란 진리의 결핍이 
있을 때 수반되는 상태들을 의미한다. “생산물의 모든 풍부함이 
이집트의 토지에서 잊혀질 것이다”란 진리의 제거와 양쪽의 자연적
인 것들 안에서 외관상 나타나는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뭄은 토지를 사를 것입니다”란 자포자기 까지에 이를 것임을 의미
한다.
 “그리고 생산물의 풍부함은 그 토지에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란 
거기서 이전과 같은 진리의 지각은 아예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 뒤를 이은 흉년 때문에 매우 큰 비통함이 있을 것이다”란 이와같
은 결핍 때문에 를 의미한다.
 “이런고로 이 꿈은 바로에게 두 번 겹쳐 있었다”란 양쪽의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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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진 이유는 이 말이 하느님에 의
해 설립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이 일
을 지체없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
다.
33 그리고 이제 바로께서는 충명하
고 슬기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를 이
집트의 토지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34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
리고 그를 이 토지 전역의 통치자로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생산물이 풍
성한 일곱 해에 이집트 토지의 오분
의 일을 가져오십시오.

35 그리고 그들에게 장차 올 이 좋은 
해들 속의 모든 양식을 모으게 하십
시오, 그리고 도성들에 양식을 위해 
바로의 손 아래 곡식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
십시오.
36 그리고 이 양식은 이집트의 토지
에 있게 될 흉년의 칠 년에 비하여 
토지에 비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이 토지는 흉년에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7 그리고 이 말은 바로의 눈에서, 
그리고 그의 종들의 눈에도 좋게 보
였다.
38 그리고 바로는 그의 종들에게 말
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담고 있
는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

것들에 관하여 미리 보여졌기 때문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느님에 
의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란 그것은 신성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지체함 없이 행하신다”란 사건 각각 모두에서 
를 의미한다. 
33-36절. “그리고 지금 바로께서는...찾으라”란 자연적인 것의 앞을 
내다 봄을 의미한다.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란 유입되는 진리
와 선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라”
란 자연적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질서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요”란 앞을 더 멀리 내다 봄을 의미한다.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임명하십시요”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일반
적인 것들이 질서 있게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 토지의 
오분의 일을 가져오십시요”란 보존되어져야 하는 것, 그 후 저장되어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이 풍성한 일곱 해에...”란 선들을 
가진 진리들이 번창하는 그 때에 은근히 심어짐을 의미한다. “그들이 
모든 양식을 모으게 하라”란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장차 올 이 좋은 해들 속의...”란 그 때에 모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곡식을 쌓으라”란 동시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을 
의미한다. “바로의 손 아래”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필요함과 그와 
동시에 처분을 위해서 를 의미한다. “도성들 안에 양식을 위하여”란 
자연적인 마음의 내면적인 것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라”란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양식은 그 토지에 비축하려는 것이다”란 그것은 자연적인 것의 
모든 사용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흉년의 일곱 해에 

비하여”란 결핍될 경우 그 요구됨에 따라서 를 의미한다. “이집트
의 토지에 있을...”이란 자연적인 것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토지는 흉년에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1:2,3, 35:30,31, 신명기 1:13, 마태복음 
25:14, 누가복음 19:12, 이사야 17:6, 19:18, 30:17, 계시록 
9:1,3-5,10, 열왕기상 6:23-27, 7:39,49, 요한복음 4:32-34, 
6:27, 이사야 19:18, 누가복음 19:12.
37-40.  “그리고 이 말은 바로의 눈에 좋게 보였다”란 자연적인 
것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의 눈에
도”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지각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기 안에 하느님
의 영이 있는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란 내면으로부터
의 선이 있는 진리의 유입, 즉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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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
게 해준 것을 보면, 너보다 더 총명하
고 슬기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40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네 입술에 모든 나의 백성이 키스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위 한 것은 
오직 이 왕좌 에서 일 뿐이다.

41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아라, 나는 이집트 모든 토지를 다
스리도록 너를 앉힌다.
42 그리고 바로는 자기 손에서 반지
를 빼내어,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웠
다. 그리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
혔다, 그리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었다.

43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두 번째 
병거를 그가 타게 했다. 그리고 그들
은 요셉 앞에서 물렀거라 하고 외쳤
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를 다스리도
록 그를 앉혔다.
44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이다, 그리고 너 없이는 누
구도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손이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
부터 자연적인 것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을 보면”이란 그것은 예견되었고 섭리되었
기 때문에 를 의미한다. “너 만큼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란 이것이 진리와 선의 유일한 근원이다 를 의미한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란 자연적인 마음이 거기에 종속되고 복종
할 것임을 의미한다. “네 입에 모든 내 백성이 키스할 것이다”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를 의미한다. “오직 
왕좌 에서만 내가 너보다 더 위 하리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인 것 처럼 나타날 것인데, 그 이유는 
영적인 것 안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이지만 자연적인 것을 통과하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34,35, 23:22, 이사야 66:1, 시편 103:19, 
마태복음 25:31, 누가복음 1:32, 계시록 4:2-끝절,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9,30, 계시록 20:4, 출애굽기 17:15,16, 시편 9:4,7, 
45:6, 97:2, 예레미야 3:17, 122:5, 예레미야 14:19,21, 다니엘 7:9, 
에스겔 1:26, 10:1, 열왕기상 22:19, 10:18-21, 계시록 2:12,13, 
13:2, 16:10, 이사야 14:13.
41-44절.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이 영적
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더 지각함을 의미한다. “보아라, 나는 
너를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스리게 한다”란 자연적인 것들 양쪽
(내면, 외면)을 지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손에서 반지를 뺐다”란 이전에 자연적인 것이 
가졌던 권능을 확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웠다”란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모든 권능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혔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운 모시옷”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그리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란 선을 수단으로 결과되는 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의 결합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두 번째 가는 병거를 타게 했다”란 이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진리가 옴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가졌던...”
이란 자연적인 것을 수단으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서 물렀거라 라고 외쳤다”란 믿음을 통하여 인정함, 그리고 
숭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스리도록 
그를 앉혔다”란 이와같은 것은 그것의 권위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란 아직 더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는 바로이다”란 자연적인 것이 거기에서 파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 없이는 아무도 자기의 손을 들지 못하리라”란 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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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45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
브낫-바네아 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
스낫을 여인으로 주었다. 그리고 요
셉은 밖으로 나가서 이집트의 땅을 
지배했다.
46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삼십 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부터 나
가서, 이집트 전역을 통과했다.

47 그리고 땅은 산출이 풍성한 칠 
년에 수확물을 만들었다.
48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
었던 칠 년의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성읍의 들판의 양식
을 성들 안에 놓았는데, 그는 도성 
둘레에 있는 것들을 도성의 한가운
데에 쌓았다.

49 그리고 요셉은 곡식을 바다의 모
래 만큼이나 거두어 너무 많아 그는 
세기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것이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서만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이나...”란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란 자연적인 것들 양쪽에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5:22, 에스겔 16:10,13, 27:7, 계시록 
18:11,12, 18:16, 19:7,8, 출애굽기 28:39, 39:27, 27:9,18, 38:9, 
38:18, 계시록 19:13,14, 에스겔 16:11, 요한복음 1:18, 5:37, 마태
복음 11:27, 열왕기하 2:11,12, 13:14, 에스겔 39:20, 계시록 19:18, 
시편 68:17, 104:2,3, 이사야 21:1,6-9, 66:20, 66:15, 하박국 3:8, 
스가랴 6:1-3, 예레미야 17:25, 22:4, 이사야 31:1, 37:24, 예레미
야 47:2,3, 에스겔 26:10,11, 학개 2:22, 스가랴 9:10, 예레미야 
46:8,9, 요한복음 1:15,23, 12:13, 누가복음 19:40, 이사야 42:13.
45절.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 라고 불렀다”란 그때 
당시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여인으로 주었다”란 진리
와 선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혼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땅을 다스리러 밖으로 나갔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유입을 수단으로 자연적인 마음, 즉 자연적인 것 양쪽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었을 때 를 의미한다.
46-49.  “그리고 요셉은 삼십 세의 아들이었다”란 주님께서 아껴두
신 것들이 가득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란 그것의 현존이 자연적인 것에 있었을 때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란 일반적 측면에서
의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소속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통과했다”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종속되게 하고 복종하게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땅은 산출이 풍부한 칠 년에 수확물을 만들었다”란 
진리들이 계열을 이루어 증가할 때 첫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칠년의 모든 양식을 거두어 들였다”란 첫 번째 상태에
서 증가된 선에 인접한 진리를 보존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에 
있었던...”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성들에 
양식을 놓아 두었다”란 내면적인 것들에 저장됨을 의미한다. “성의 
들판의 양식”이란 내면적인 것들에 안성맟춤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는 도성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성 한가운데에 쌓았다”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 있는 이전의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속의 내면에 저장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바다의 모래 만큼이나 너무 많을 정도로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그는 
세기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그 수가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란 
이 진리는 신성으로부터 천적인 것을 그 안에 가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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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그리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
났는데 흉년이 오기 전이었고, 이들
은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
이 그에게 낳아주었다.
51 그리고 요셉은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다. 그 이유가 하느님
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뇌, 그리고 
모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
기 때문이다.
52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그는 에브
라임이라 불렀다. 그 이유가 하느님
께서는 내가 괴로워하던 토지에서 
나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이다.

53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에 있었던 
풍년의 칠 년이 끝났다.
54 그리고 흉년의 칠 년이 오기 시작
했다, 요셉이 말한 그 로였다. 그리
고 모든 토지에 기근이 있었다. 그리
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 안에는 빵이 
있었다.
55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도 기
근에 시달렸다. 그리고 백성들은 빵 
때문에 바로에게 애원했다. 그리고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말했
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56 그리고 기근이 이집트의 모든 얼
굴을 덮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창
고를 열었다, 그리고 이집트 에게 팔

  참조 성서 마가복음 4:8,20, 민수기 4:2,3, 요한복음 16:27-30, 
17:8, 요한복음 3:3, 3:5.
50-52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란 거기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흉년이 오기 전에”란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온 
것을 의미한다. “이들을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 주었다”란 결혼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첫째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새로운 의지, 그리고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는 나로 내 고뇌...를 잊게 하셨기 때문 이다”란 시험 
후에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내 아버지의 집을...”이란 
유전적인 악들의 제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그는 에브라임이라 불렀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새로운 이해성, 그리고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는 나로 열매맺게 하셨기 때문이다”란 그 결과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번창함을 의미한다. “내가 괴로워하던 토지에
서”란 시험들이 고통을 주었던 곳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호세아 5:3,5,9,12,13, 7:1,11,12, 8:8,9, 9:3, 11:12, 
12:1, 스가랴 9:9,10,13, 78:9, 에스겔 37:16,17,19, 예레미야 
31:6,9, 31:18,20, 50:19, 이사야 28:1, 9:19-21, 시편 60:6,7, 
80:1,2.
53-57절.  “그리고 풍년의 칠 년이 끝났다”란 진리가 증가하는 
상태 그 후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에 있었던...”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흉년의 칠 년이 오기 시작했다”란 그 다음에 있는 황폐한 
상태를 의미한다. “요셉이 말했던 그 로 이였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예견했던 바와 같이 를 의미한다. “그리고 온 토지에 
기근이 있었다”란 자연적인 것의 모든 곳에서 황폐함이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는 빵이 있었다”란 선으로부터
의 진리가 증가한 결과 남아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는 기근에 시달렸다”란 자연적인 것 
양쪽 측면에 황폐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에게 
빵 때문에 소리쳤다”란 진리를 위해 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요셉에게 가라”란 그것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었음
을 의미한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란 순종함이 설비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근은 모든 토지의 얼굴을 덮었다”란 자포자기에 이를 
정도의 황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었다”란 
아껴둔 것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 에게 팔았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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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기근은 이집트의 토지
에서 더욱 심해졌다.
57 그리고 모든 땅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이집트로, 요셉에게 왔다. 그 
이유는 기근이 모든 땅에서 심각해
졌기 때문이다.

42

1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에 농산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2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 것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근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극심해졌
다”란 가혹한 정도가 더욱 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땅이 이집트로 왔다”란 진리들과 선들이 교회의 기억
적 지식들 안으로 가져와 졌음을 의미한다. “...사려고”란 거기로부터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요셉에게”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근이 모든 땅에서 극심해졌기 
때문이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없는 모든 자연적인 것에는 
황폐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5:1, 예레미야 13:1,2,11, 마태복음 
13:44-46, 25:9,10, 창세기 17:13, 레위기 22:11, 이사야 51:17-
끝절, 에스겔 36:3-12, 예레미야 25:12, 이사야 49:17-19, 33:1, 
16:4, 13:6, 48:21, 51:3, 시편 40:2, 이사야 5:5,6, 6:9-끝절, 
10:21-23, 24:1-끝절, 33:8,9, 42:14,15, 예레미야 25:9-12, 
49:13-18, 에스겔 12:19,20, 26:19-21, 요엘 2:2,3, 스바냐 1:14-
끝절, 마태복음 24:15,16, 마가복음 13:14, 다니엘 9:27, 12:10-12.

내적 의미 요약
  41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요셉”의 두 번째 상태, 
즉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 속에 
있는 것 넘어로 승강된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집트”인 모든 
기억적 지식들 넘어로 승강된 상태이다. 
  “바로”는 일반적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것인데, 지금은 활동이 중
지되고, 모든 것을 “요셉”인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맡겨 두고 
있다. 에젭트의 토지에서 풍년의 칠 년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선이 기억적 지식에 적용되는 것이다. “기근의 칠 
년”은 그 다음의 상태들, 즉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 속의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인 것을 제외한다면 기억적 지식 
안에는 선이 하나도 있지 않는 때이다. 

42
내적 의미 해설

1-5절.  “그리고 야곱은 보았다”란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야곱”은 교회 속에 있는 진리에 관한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에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이란 “이집트”, 즉 기억적 지식을 
수단으로 진리들을 조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란 일반적 측면에 있는 



창세기 42 - 251 -
말했다, 왜 너희는 서로를 쳐다 보고 
만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
다, 보라, 나는 이집트에는 농산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거기로 
내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살겠고, 죽지 않으리
라.
3 그리고 요셉의 열 형제들은 이집트
로부터 곡식을 사려고 내려 갔다.

4 그리고 요셉의 형제인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해악이 그
에게 있을까 때문에서 라고 했다.

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
을 사러 오는 이들 사이에 끼여 사기 
위해 왔다. 그 이유가 기근이 가나안
의 토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6 그리고 요셉 그는 그 토지의 통치
자였다. 그는 그 토지의 모든 백성에
게 팔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
들이 왔다, 그리고 땅에 그들의 얼굴
을 어 그에게 절하였다.

7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았
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자신을 그들에게 낯선 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기 어
려운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디에서 

진리들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왜 너희들은 서로를 쳐다 
보고 만 있느냐?”란 왜 그들은 주저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라 나는 이집트에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란 
진리들은 기억적 지식들을 수단으로 조달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거기로 내려 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사오너라”
란 그것들을 수단으로 내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고, 죽지 않으리라”란 그것에 의한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갔다”란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요셉의 열 
형제”란 상응을 이루는 교회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집트로부
터 곡식을 사기 위해서”란 기억적 지식들을 수단으로 진리의 선이 
자신들에게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를 의미한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 베냐민”이란 중매자에 해당되는 것, 즉 천적
인 것 속의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란 그들이 중매자 없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
는 그가 말하기를, 행여 그에게 해악이 있을까 하고 말한 때문이다”란 
“요셉”인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없으면 그는 멸해지고 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들 사이에 끼여 (곡식을) 
사려고 왔다”란 영적 진리들도 여느 다른 진리들 처럼 기억적 지식을 
수단으로 조달되어 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기근이 
가나안의 토지에 있었기 때문이다”란 자연 안에 있는 교회 속의 
것들이 황폐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4:19, 마가복음 6:41, 누가복음 9:16, 마태
복음 26:26, 마가복음 14:22, 누가복음 22:19, 24:30,31,35, 이사야 
58:6,7, 마태복음 25:40, 마가복음 3:33-35, 마태복음 12:49, 누가
복음 8:21. 
6-8절.  “그리고 요셉 그는 그 토지의 통치자 였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 또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인 것을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팔았다”란 이로부터 내 것 되게 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란 중개함이 없는 교회 속의 일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부려 땅에 얼굴을 어 그에게 절했
다”란 면목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알아 
보았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지각하고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을 그들에게 낯선 자로 만들었다”란 중개자
가 없기 때문에 있는 비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기 
어려운 것을  말했다”란 이런고로 상응 역시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란 조사함을 



창세기 42- 252 -
왔느냐?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양
식을 사려고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왔습니다.
8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
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9 그리고 요셉은 그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회상했다, 그리고 그들
에게 말했다, 너희는 스파이이다, 너
희들은 이 토지의 벌거벗음을 보려
고 왔다.

10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아
닙니다, 나의 주여, 양식을 사기 위하
여 당신의 종들은 왔습니다.
11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입니
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종들
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12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
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벌거벗음을 
보려고 너희는 왔다.
13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가나안의 토지에서 한 사
람의 아들들로서 열 두 형제들입니
다. 그리고 보다시피 막내는 오늘 우
리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있지 않습니다. 
14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
니, 말하기를 너희는 스파이이다.
15 그런고로 너희들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에 의해 너희는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입니다”란 
그들이 교회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양식을 사려고...”란 선으로부
터의 진리를 내 것 되게 하려고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 보았다”란 교회 속의 이런 
진리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 속의 천적
인 것들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천국의 빛을 수단으로 계몽되지 않은 자연
적 빛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를 의미한다.
9-16절.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회상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교회속의 진리들에 관련하
여 발생하게 될 것을 예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
다”란 거기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너희는 스파이들 이다”란 
그들은 이득 만을 추구하려 왔음을 의미한다. “이 토지의 벌거벗음을 
보려고 너희는 왔다”란 그들은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자체로 
아는 것 말고 더 나은 것은 아무 것도 좋아하지 않으려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정직합
니다”란 그들은 그 자체에서는 진리들임을 의미한다. “양식을 사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은 왔읍니다”란 그들은 선을 수단으로 해서 자연
적인 것과 잘 어울려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란 이 진리들은 한 근원으로부터임
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직합니다”란 이리하여 그들은 그 본래로부
터라면 진리들임을 의미한다. “당신의 종들은 스파이가 아닙니다”란 
그러므로 그것은 이득을 위하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벌거벗음
을 보려고 너희는 왔다”란 그들은 진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밖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 당신의 종들은 열 두 형제들 입니다”란 
믿음 속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합쳐졌음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아들
들...”이란 한 근원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가나안의 토지에서”란 교
회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시피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읍니다”란 영적 선과의 결합 역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한 명은 있지 않습니다”란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는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이 문제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다”란 진리는 내가 
생각했던 바 로였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희는 스파이이다”
란 그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의 진리들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고로 너희는 입증해야 할 것이다”란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보여질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의 생명에 의해”란 확실함 속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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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막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여
기로부터 나가지 못할 것이다.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네 형제를 데리고 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갇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들이 너희와 더
불어 진실한지 여부를 증명할 것이
다. 또는 바로의 생명에 의해 너희는 
스파이들이 확실하다.

17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구치소에 삼
일 동안 가두었다.
18 그리고 요셉은 삼일 후에 그들에
게 말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살리
라,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19 만일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
제 중 하나를 너희가 있는 구치소에 
가두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집의 기근을 위해 농산물을 가지고 
가라.
20 그리고 네 막내 형제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네 말들이 증명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21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 관련하여 정
녕 죄가 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듣지 아니하여 그
의 혼의 괴로움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
22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에게 답

의미한다. “너희의 막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란 그들이 영적 선과 합쳐지지 않으면 합쳐져야 할 
필요성은 당신과 더불은 진리에게도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너희 중 한명을 보내서, 네 형제를 데려오게 하라”란 이 선과 더불
은 어떤 결합이 있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을 
것이다”란 모든 다른 점에서 비록 분리됨이 있다 하더라도를 의미한
다. “그리고 너희 말들이 너희와 더불어 진리인지 아닌지 증명할 
것이다”란 그런다음 그것은 그와같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는 
바로의 생명에 의해 너희는 정녕 스파이들이다”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이득을 위하여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3:17, 3:18, 16:15, 마태복음 25:36,43, 이사야 
58:7, 예레미야 애가 1:8, 에스겔 16:7,8,22, 18:5,7, 호세아 2:3, 
나훔 3:5.
17-20절.  “그리고 그는 그들을 구치소에 가두었다”란 그 자체로부
터 분리함을 의미한다. “삼일”이란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삼일 만에 그들에게 말을 했다”란 충만 되었을 
때 이런 진리들이 분리되어짐에 관하여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살리라. 나는 하느님을 
경외한다”란 만일 그들이 신성으로부터 생명을 가진다면 그와같이 
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너희가 정직하다면...”이란 만일 그들이 그 본래 로 진리들
이다면을 의미한다.“네 형제 중 하나를 너의 구치소의 집 안에 가두어 
두어라”란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은 분리되어야만 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집의 기근을 위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라”란 한동
안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찾도록 자유로웠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의 막내를 나에게 데려오라”란 중개자가 현존할 때까
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말은 증명되어질 것이다”란 
그런 다음 그것은 선포해왔던 로 진리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란 이런 방법 안에서 진리들
은 생명을 가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란 
이 상태의 결말을 의미한다.
21-24절.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란 원인에 관하여 지각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정녕 죄를 지었다”란 그들
이 선을 비 수용함으로해서 내적인 것을 멀리했었기 때문에 그들에
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았다”란 
내적인 것이 멀어졌을 때 선에 관한 내적인 것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다”란 받아들임이 
없는 상황임에도 내적인 것의 계속적인 애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르우벤이 답해서 말하기를...”이란 교리 안에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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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
지 아니하였더냐? 아이에게 죄를 짓
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
가 보라 그의 피가 가를 찾고 있다.
23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듣
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24 그리고 그는 그들을 떠나가서 울
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되돌아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
고 그들로부터 시므온을 데려 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 앞에서 그를 결박
했다.
25 요셉은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으로 그들의 그릇들을 채웠다, 
그리고 그들의 은을 원장소에 도로 
놓게 하고, 그리고 길을 위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그들에게 했다.

26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농산물을 
그들의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27 그리고 한 사람이 여관에서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의 자루
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은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그의 자
루의 아구에 있었다.

28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
했다, 내 은이 원장소에 도로 있다, 

해함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아직 더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 하였더냐, 말하기를...”거기에서 지각된 수
준을 의미한다.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란 그들은 분리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귀 기울이지 아니했다”란 비 
수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라, 그의 피가 ( 가를) 
찾고 있다”란 거기로부터 양심의 찌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듣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란 
이런 진리들이 있는 자연적 빛으로부터서는 모든 것이 영적인 빛으
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란 그다음 영적인 것들은 
아주 다르게 납득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로부터 되돌아 갔다” 여하간 뒤로 물러 섬을 
의미한다. “그리고 울었다”란 자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
게 되돌아 와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란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므온을 데려갔다”란 의지에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다”란 분리를 의미한다. “그들의 눈 앞에서”란 
지각 쪽으로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6:9, 예레미야 48:30-32, 누가복음 19:41.
25-28절.  “요셉이 명령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을 곡식으로 채웠
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진리로부터의 선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은을 원장소에 도로 놓게 하고...”란 그들의 것 속의 
어떤 능력 없이 를 의미한다. “각각의 것을 각자의 자루에”란 자연적
인 것에서 그릇이 어디에 있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위한 양식을 주는”것 이란 그들이 가졌던 진리들을 받쳐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농산물을 나귀에 실었다”란 진리들이 기억
적 지식들 안으로 모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로부터 
떠났다”란 그 결과로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의 자루를 열었다”란 관찰을 의미한다. “...여관
에서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 있는 
기억적 지식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는 그의 은을 
보았다”란 그것이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 없이 있었다는 것을 지각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그의 자루의 아구에 있었다”란 
그것들이 수여되어졌는데, 그것들은 자연 평면의 외면의 문지방에 
저장되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란 일반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내 은이 원장소에 도로 있다”란 그들로부터 도움이 없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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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라 그것은 아예 내 자루  
안에 조차 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
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
까?
29 그들이 가나안에 계신 그들의 아
버지 야곱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에
게 일어났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
다, 말하기를

30 그 땅의 주인 남자가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것을 말했고, 우리를 그 
땅의 스파이로 취급했습니다.

31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
다, 우리는 곧바른 자들입니다. 우리
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32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들, 
열 둘 형제인데, 하나는 있지 않고, 
가장 어린 것은 가나안의 땅에서 우
리의 아버지와 더불어 오늘 있습니
다.
33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나
는 너희가 곧바른 자들인지 알리라.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나에게 남겨 
두어라, 그리고 네 집의 기근을 위하
여 가지고, 그리고 가라,

34 그리고 너희 가장 어린 형제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
가 스파이가 아니고, 곧바른 자임을 
알리라. 나는 네 형제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무역

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아예 내 자루 안에 있다”그것이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이 나갔다”
란 걱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떨었다”란 일반적인 공포
를 의미한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
을까?”란 그렇게 많은 섭리 때문에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5:1, 시편 78:24,25.
29-34절.  “그리고 그들은 왔다”란 개혁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아버지에게”란 자연적 진리의 선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땅으로”란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게 그들에게 일어났
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란 지금까지 설비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 진리의 선으로부터 곱씹어봄을 의미한다. “말하기를”이란 지각을 
의미한다.
 “그 땅의 주인 남자(vir)”란 자연적인 것에서 통치하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것”이란 비 상응 
때문에 비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의 스파이로 
간주했읍니다”란 교회 속의 진리들이 이득을 추구하려고 있었음이 
관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른 자들이요, 스파
이가 아닙니다”란 그들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교회 속의 진리들에 
있었음을 부정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열 둘 형제이다”란 한 복합체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의미한
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한 근원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하나
는 있지 않다”란 신성한 영적 근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어린 것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란 요셉, 즉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수단으로 영적 선에 첨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에서 
통치하고 있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너희가 곧바른지 알리라”란 너희가 이득 
때문에 교회 속의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자발적으로 알려짐을 
의미한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나에게 남겨 두어라”란 의지에 있는 
믿음은 그들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집의 기근을 
위하여 가져가라”란 한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 황량함 가운데 
있게 설비되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가라”란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가장 어린 것을 나에게 데려 오라”란 거기에 결합을 
있게 하는 중매자가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 다음 나는 네가 스파이
가 아님을 알리라”란 그 다음 진리들은 이득을 목적으로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 “... 너는 곧바른 자이다”란 이리하여 
상응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 너에게 네 형제를 주리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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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왕래 할 것이다.

35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들이 그들
의 자루를 비웠을 때, 보라 각자의 
은 꾸러미가 그의 자루에 있었다. 그
리고 그들은 그들의 은 꾸러미를 보
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36 그리고 야곱, 그들의 아버지가 말
했다, 너희는 나로 빼앗기게 한다, 
요셉이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
고, 그리고 너희는 베냐민을 데려 가
려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
날 것이다.

37 그리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
게 말했다, 말하기를, 만일 내가 당신
에게 그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주소
서,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당신에게 
데려오리이다.
3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그의 형이 죽고, 그리고 그 
애 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
악이 너희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에
게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회색 머리털로 슬픔 안에서 무덤으
로 내려 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들은 선이 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무역하며 왕래 하리라”란 이리하여 진리들이 선으로부터 
열매를 만들고 모든 것은 유용함과 유익함에로 돌아 갈 것임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9,10, 요한복음 12:40, 20:29.
35-38절.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들이 그들의 자루를 비웠을 때”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들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들의 은 꾸러미가...”란 무료로 수여된 진리들을 질서 로 놓음을 
의미한다. “...그의 자루 안에 있었다”란 각각의 그릇에서 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은 꾸러미를 보았다”란 그것이 그러했음
을  의미한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란 진리들과 자연적인 것에서 
진리의 선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란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란 진리의 선으로
부터 그들 안에서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로부터 너희는 빼앗고 
있다”란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요셉이 
있지 않다”란 내적인 것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므온도 
있지 않다”란 의지 안에 믿음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는 베냐민을 데려가려 한다”란 중매자 또한 거두어진다면을 의미한
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란 교회 속에 있는 것이 
파괴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이해함에 있는 믿음 
속의 것들이 진리의 선으로부터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란 어떤 종류의 믿음도 살아 있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제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 오지 못한다면”이란 중매
자가 인접되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그를 내 손에 주십시요”란 그것
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당신에게 데려 올 것이다”란 그것은 원상복귀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 가지 않을 것이다”란 
그것은 그자체 더 낮은 것에 놓여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의 형이 죽었기 때문이다”란 내적인 것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만이 남았다”란 지금 그것이 내적인 것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악이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에서 진리들 만으로, 내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멸망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회색 머리털
을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란 이는 교회의 마지막일 것을 의미
한다. “슬픔 안에서 무덤으로”란 소생의 희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5:17, 14:15, 레위기 26:22, 예레미야 15:7, 
18:21, 호세아 9:11,12, 에스겔 36:12,13, 이사야 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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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그리고 기근은 그 토지에서 극심하
였다.

2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져
온 농산물을 다 먹었을 때가 되자,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했다, 
돌아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3 그리고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말
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
고하기를, 너희는 네 형제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4 만일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낼 것이라면, 우리가 내려 
가서 당신에게 양식을 사오겠습니
다.
5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보내지 않겠
다면, 우리는 내려 가지 않을 것입니
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49:18,20,21, 이사야 46:3,4, 시편 92:13,14.
내적 의미 요약

  41장의 후반부에서 취급된 주제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기억적 지식에 유입되고 결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취급된 주제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교회 속에 
있는 믿음 속의 진리에 유입되고 결합하는 것이다.
  첫째로 기술되는 것은 믿음 속의 진리들이 “이집트”인 기억적 
지식을 수단으로 “베냐민”인 중개자 없이 “요셉”인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함께하여 잘 어울려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되다. 그러므로 그들은 되돌려 보내지고 자연적 진리로부터의 
얼마간의 선이 값없이 주어졌다.

43
내적 의미 해설

1-5절. “그리고 기근이 극심하였다”란 영적인 것들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황량함을 의미한다. “그 토지에”란 교회 속에 있는 것들에 관하
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되자”란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농산물을 다 먹게 되었을 때...”란 진리들이 부족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져왔던...”이란 기억적 지식들로부터 있었
던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교회 
속의 것들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도로 가서, 양식을 우리에게 
조금 더 사오라”란 살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영적 진리의 
선을 붙잡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란 교회 속의 선을 의미한다. “말하
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확언하기를...”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된 영적인 것은 그들에게 반 되어져 있다 를 의미한다. “말하기
를,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란 불쌍히 여김이 없을 것을 
의미한다. “네 형제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이란 너를 위한 중매
자가 없으면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낸다면”이란 중매자가 
첨가됨이 교회에 의해 거행된다면을 의미한다. “우리는 내려가서 
당신에게 양식을 사오겠읍니다”란 그런다음 진리의 선이  거기서 
획득될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이란 만일 아니라면 을 
의미한다.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란 그것은 획득되어 질 
수 없다 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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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네 형제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했다, 어찌
하여 너희는 그 사람에게 네 형제가 
있는지를 말하여 나를 아프게 하느
냐?
7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묻고, 그리고 우리의 
출생을 묻고,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
지는 아직 살아 있느냐? 너는 형제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이 
말들의 입에 따라 말했습니다. 그가 
네 형제를 데려오라 말할 줄을 우리
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8 그리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
엘에게 말했다, 이 소년을 우리와 함
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고, 우리
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어린 것들 
까지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9 제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
다. 당신께서는 내 손에서 그를 요구
하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와서 당신 앞에 그를 놓지 않으
면,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죄인될 것
입니다.

입니다”란 영적인 것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란 어떤 동정도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란 너를 위한 중매자가 있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8:8, 마태복음 4:4, 요한복음 6:27, 6:55, 
4:32,34, 마태복음 17:2, 이사야 63:7-9, 민수기 6:25,26, 시편 
67:2, 80:3,7,19, 31:15,16, 119:134,135, 다니엘 9:17, 시편 4:6,7, 
호세아 5:15, 시편 27:8,9, 105:4, 17:15, 마태복음 18:10, 이사야 
54:8, 에스겔 7:22, 시편 13:1, 27:9, 88:14, 143:7,8, 신명기 
31:17,18, 미가 3:4, 에스겔 39:23,24, 이사야 59:2.
6-10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했다”란 영적 선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 사람에게 형제가 아직 더 있다고 
말하여 나를 아프게 하느냐?”란 그들은 그들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분리시켜서 그것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과 
합쳐지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물었다”란 그것은 
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출생에 관하여...”란 믿음 속의 진리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너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느냐?”란 그들이 있어진 영적 선에 관하
여를 의미한다. “너는 형제가 있느냐?”란 내면의 진리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들의 입에 따라 그에게 말했읍니다”
란 그는 그것들을 일치되게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네 형제를 데리고 
오라 하고 그가 말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란 우리는 
그가 선의 진리를 그에게 합쳐지게 하기를 원했음을 믿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란 이러한 것들
에 관하여 교회의 선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소년을 저와 
함께 보내십시요”란 그는 그에게 인접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가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고 죽지 않으리이
다”란 등차에 따른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란 교회의 
외적 인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이란 교회의 내적인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것 역시”란 아직 더 내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를 위해 담보가 되리이다”란 한동안 그자체에 인접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당신은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요”란 그것이 
권능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억지로 떼어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제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 앞에 
놓지 않는다면”이란 그가 교회로 확실히 되찾아지지 않으면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나는 영영 당신에게 죄인일 것입니다”란 교회의 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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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두 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11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그러하다
면 이렇게 하라. 너희의 그릇에 이 
토지의 노래(song)를 담아서 그 사
람에게 선물로 가져 가라, 즉 유향
(resin) 조금과 꿀(honey) 조금과 

랍(wax)과 소합향(stacte), 테레
빈(terebinth) 나무의 견과와 감복
숭아(almond)이다.

12 그리고 너희 손에 은을 두배로 
들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루 아
구에 되놓였었던 은을 너희 손에 되
돌려 가지고 가라. 그것은 착오 였을
지 모른다.
13 그리고 네 형제를 데리고, 일어나
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되돌아 가라.
14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주시
어, 너에게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
을 보내리라. 설사 빼앗기게 된다면 
나는 빼앗기리라.

15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물을 챙겼
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손에 두배
의 은을 가졌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
리고,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이란 의심의 상태에서 지체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란 거기에 영적 
생명이 내면으로, 외면으로 있을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0:14-16, 누가복음 18:15-17, 마태복음 
18:3, 18:10, 21:16, 시편 8:2, 마태복음 11:25, 누가복음 10:21, 
이사야 11:7,8, 요엘 2:15,16, 예레미야 44:7, 예레미야 애가 2:19, 
에스겔 9:5,6, 미가 2:9.
11-14절.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영적 선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렇게 하
라”란 달리 행할 도리가 없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의미한다. “너희 
그릇에 이 토지의 노래를 가져가라”란 믿음 속의 진리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 가라”란 
호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유향 조금과 꿀 조금”이란 외면의 자연
적인 것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쁨을 의미한다. 
“ 랍과 소합향”이란 내면의 자연적인 것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랍은 향기나는 랍(aromatic wax) 이다. 
“테레빈 나무의 견과(nut)와 감복숭아”란 이들 진리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들을 의미한다.
 “은을 두배로 하여 네 손에 들고 가라”란 진리가 능력들 안에 받아졌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자루 아구에 되돌려 놓였던 은을 너희 
손에 들고 가라”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서 무료로 주어진 진리를 
수단으로 그들은 힘이 닿는한 자신들을 복종하게 해야 할 것을 의미한
다. “혹 그것이 실수였다면...”이란 그가 싫어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형제를 데려가라”란 이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선을 가지
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되돌아 
가라”란 영적 진리로부터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이란 역경 이후의 위로받음을 의미한다.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자비를 주시리라”란 영적 진리가  너를 
은혜가 넘쳐나게 받아주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다른 
형제를 보내기를...”이란 그것이 믿음의 선을 주기를 의미한다. “그리
고 베냐민”이란 그리고 내면의 진리도 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 
내가 빼앗겨 왔던 바 같이, 나는 빼앗길 것이다”란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기 전, 교회가 교회의 진리들을 박탈할 것임을 의미한다.
15-17절.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물을 챙겼다”란 진리들이 친절함
을 획득하는 수단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손에 두배의 은을 지녔다”란 능력 안에 받은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
고 베냐민”이란 ...그리고 중매자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란 기억적 지식들의 내면의 것들로부터 그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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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에게 말했다, 사람
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짐승
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
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17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이 말한
로 행동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
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다.
18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 두려워 
졌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처음에 
우리의 자루에 되돌아 왔던 은을 빌
미로, 우리를 붙잡고, 덮쳐서, 나귀
는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
다.

19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을 다스
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리고 그들은 집의 문간에서 그에게 
말했다,
20 그리고 말했다, 나에게,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양식을 사러 내려 왔
었습니다.
21 한참 지나 우리가 여관에 당도해
서 우리의 자루를 열었는데, 보라 각
자의 자루 아구에 각자의 은이 그 
무게 그 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
리는 그것을  손에 들고 되 가져 왔습
니다.
22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사려고 다
른 은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얻어내기 위해 생활으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다”란 거기에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았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이 진리들과 함께 있는 중매자를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을 다스리는 그에게 말했다”란  외적 교회 
속에 있는 것에...를 의미한다.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라”란 자연적
인 것에 있는 진리들이 저쪽에 소개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의 선들을 통하여를 
의미한다.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란 중매자가 
함께 할 때 그들은 합쳐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이 말한 로 행동했다”란 그것을 가져다 
놓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왔
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으로 처음 소개됨을 
의미한다. 
18-23절.  “사람들은...두려워 했다”란 물러섬을 의미한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졌기 때문에...”란 자연적인 것에 속한 진리들
이 내적인 것에 근접하여지고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처음에 우리의 자루에 되돌아 왔던 은을 빌미로 
우리가 끌려왔다”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는 무료로 주어
지도록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종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를 
붙잡고 덮치어...”란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절 적 권능 아래로 
환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노새를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무 
것도 아니다에 이를 때까지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란 교회의 교리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집의 문에서 그에게 
말했다”란 소개됨에 관하여 그들과 상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나의 주여”란 증언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처음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었는데...”란 진리들을 위하여 선을 포획하고 
싶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우리가 여관에 당도해서 우리의 자루를 열었
을 때...”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의 속을 성찰함을 의미한다. “보라 
각자의 자루 아구에 각자의 은이...”란 진리들이 마치 무료인 것 
처럼 주어져 왔었음이 명백하게 보여짐을 의미한다. “은이 그 무게 
그 로”란 각자의 상태에 따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손에 그것을 되가지고 왔읍니다”란 무료로 주어져 왔었던 
것을 가능한한 복종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살 다른 은도 우리의 손에 들고 왔읍니다”란 
또 다른 근원으로부터 온 진리를 수단으로 선을 포획하고 싶어함을 



창세기 43 - 261 -
우리의 자루에 은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23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편안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느님,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의 하느님께
서 너희의 자루 안에 감추인 선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의 은은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
게 데려왔다.
24 그리고 사람은 요셉의 집으로 사
람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물을 주었
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
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나귀에게 
사료를 주었다.
25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정오에 올 
때를 비해서 선물을 챙겼다. 그 이
유가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빵을 
먹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요셉은 집에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 집으로 손에 들고 
온 선물을 바쳤다, 그리고 자신을 땅
으로 굽혀 그에게 절했다.
27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고 묻고, 말했다, 너희들이 말했던 
노인인 너희의 아버지도 잘 계시느
냐? 그는 아직 살아 있느냐?
28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당신의 종 
우리의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부려 절하였다.

29 그리고 그는 자기 눈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의 아
우 베냐민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의미한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자루에 우리의 은을 놓았는지 모릅니
다”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진리의 근원에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비 신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걱정하지 말라”란 
잘 되고 있으니 자포자기 말라를 의미한다. “너의 하느님,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의 하느님”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너
희의 자루에 감추인 선물을 너에게 주셨다”란 그것은 그들의 것 
속에 있는 신중함 없이 그분으로부터 있었다 를 의미한다. “너희의 
은은 나에게 왔다”란 진리가 그들에 의해 포획된 것으로 보여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란 그는 진리
들을 뜻함에 인접했음을 의미한다. 
24-28절.  “그리고 사람은 요셉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다”란 
내적인 것과의 결합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일반적인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었다”란 그 결과 자연적인 것이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나귀에게 사료를 주었다”란 선에 
관하여 가르쳐짐을 의미한다.
 “그들은 선물을 챙겼다”란 은근히 심어줌을 의미한다. “요셉이 정오
에 올 때에 비하여”란 내적인 것이 빛과 더불어 현존할 때 까지 
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빵을 먹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란 선이 진리들에 합쳐져야 할 것을 알아챔을 의미
한다.
 “그리고 요셉이 집에 왔다”란 내적인 것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집으로 가지고 온 선물을 그에게 바쳤다”
란 가능한 만큼 은근히 심어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땅으로 
구부려 그에게 절했다”란 굴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었다”란 그것이 잘 있는지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가 말했던 노인인 네 아버
지는 안녕하시냐”란 영적 선과 더불어서도 역시 를 의미한다. “그는 
아직 살아있느냐”란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당신의 종 우리의 아버지는 평안합니다”란 
자연적인 것은 그 근원되는 선과 더불어 잘 있게 됨을 자연적인 
것 속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알아챔을 의미한다. “그는 아직 살아 
있느냐”란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부려 절했다”란 외향으로나 내향으로나 있는 굴욕을 
의미한다.
29-34절.  “그리고 그는 자기 눈을 들었다”란 반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았다”란 중매자를 알아챔을 의미한다. “그의 
아우,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란 어머니로부터인바, 자연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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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가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가
장 어린 형제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
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내리
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30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울컥해졌
다, 그이유는 그의 연민이 그의 아우
를 향하여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래
서 그는 울 곳을 찾아 그의 침실로 
가서 거기서 울었다.
31 그리고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 
마음을 억제하며, 빵을 놓아라 하고 
말했다.
32 그리고 그들은 요셉만을 위해 따
로 놓고, 그들을 위해 따로 놓고, 그
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을 위해 
따로 놓았다.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
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
게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서
이다.
33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출생에 
따라 장자가, 젊음에 따라 가장 어린 
자가 앉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보며 놀라워 했다.
34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들로부터 
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
고 그는 베냐민의 몫은 다른 사람 
보다 다섯 배나 많게 해서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셨고, 그와 함께 크
게 마셨다.

부터의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가장 어린 너희 아우이냐”란 그들
에게도 알려진 바 로 모든 것 이후에 태어난 하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바란다, 
나의 아들아”란 신성은 중매자인 천적인 것 속의 영적인 것과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신성으로부터인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울컥해졌다”란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의 연민이 움직여졌기 때문이다”란 사랑으
로부터의 자비를 의미한다. “그의 아우를 향하여”란 그 자체로부터 
내적인 것을 향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울 곳을 찾았다”란 
사랑으로부터의 자비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는 침실로 가서 거기서 
울었다”란 가상적이 아닌 본래 로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씻었다”란 그것이 그와같이 정리되었음
을 의미한다. “나갔다”란 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억제했다”란 감춤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빵을 놓아라”란 자연
적인 것에 있는 진리가 중매자를 통해 결합됨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위해 따로 놓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따로 놓았다”란 내적인 것이 그들로부터서 분리된듯 바깥쪽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을 위해 따로 놓았다”란 거꾸
로의 질서에 있는 기억적 지식은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사람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와 선과 합쳐지는 것은 가능할 수 없었다 
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이집트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앞에 앉았다”란 그들은 각각의 현존에 의해 
질서 안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출생에 따라 장자가, 그리고 젊음에 
따라 가장 어린 자가”란 선 아래 진리들의 순서에 따라 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놀라워 했다”란 그들 사이에서 각각의 
상태가 바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들로부터 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란 
자비로부터 각자에게 적용된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의 몫은 그들 모두의 것 보다 많게 했다”란 중매자를 위한 선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를 위한 선을 넘어 섬을 의미한다. “다섯 
배”란 많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셨다”란 선 아래 
진리들을 응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크게 마셨다”란 
풍부하게 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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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그리고 그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사람들
의 자루에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양식으로 채워라. 그리고 
각자의 은은 각자의 자루 아구에 놓
아라.
2 그리고 내잔, 곧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놓고, 그리고 
그의 곡식에 은을 놓아라. 그리하여 
그는 요셉이 말한 말에 따라 그 로 
했다.
3 아침이 빛을 자라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들과 나귀들
도.
4.그들이 도성을 나와 얼마 가지 않
아서 였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을 
뒤쫒아 가라, 그리고 네가 그들을 따
라 잡을 때 그들에게 말하라, 어찌하
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되돌리느냐? 
5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실 때,  그리고 
그분이 점을 칠 때 쓰는 것 아니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 악을 행했다.

6 그리고 그가 그들을 따라 잡자, 그
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주제는 “야곱의 열 아들”인 교회의 진리들이 “요셉”인 신성으로부
터의 진리, 또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과 “베냐민”인 중매자를 
통해 결합하는 것의 연속이다. 그러나 43장의 내적 의미에서는 결합
에 선행되는 일반적 유입 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44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그는 집을 다스리는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이란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자루를 
양식으로 채우라”란 진리로부터의 선을 가지고 자연적인 것 안으로
를 의미한다. “그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이”란 여유있을 정도로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자의 은을 각자의 자루 아구에 놓으
라”란 외면의 자연적인 것에서 진리와 새로이 함께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놓으라”란 
중매자에게 수여된 내면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의 곡식(값)인 은”
이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말한 
말에 따라 했다”란 그것이 그와 같이 있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0:26,27, 23:11,12.
3-5절.  “아침이 빛을 자라게 했다”란 그 때 당시 계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들과 나귀들도”란 자연적 
인간의 외부가 그것이 지닌 진리와 기억적 지식과 함께 어느 정도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들이 도성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아서 였다”란 제거된 양을 의미한
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에게 말했다”란 지각과 
유입을 새로이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 뒤를 따라 올라가라”란 지금 
그들을 그 자체에 인접하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따라 잡을 때”란 중간 정도로 인접함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위하여 악으로 되돌리느냐?”란 떠나간 이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실 때 쓰는 것 아니냐”란 그들과 더불어 있는 
내면의 진리는 천적인 것으로부터 받은 것이였음을 의미한다. “이것
으로 그가 점을 친다”란 천적인 것들은 그것 속의 신성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안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악을 행했다”란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한 법에 반 된다를 
의미한다.
6-10절.  “그리고 그는 그들을 따라 잡았다”란 중간 정도에 인접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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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어
찌하여 내 주인께서는 이말들에 따
라 말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말과는 거리가 멈니다.

8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루에
서 발견했던 은도 우리는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당신에게 되가지고 왔
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당
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훔치겠습
니까? 
9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이든지 
그는 죽을 것이며, 우리 또한 내 주인
에게 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제 네 말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발견되
는 자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는 죄없으리라.

11 그리고 그들은 황급해졌다, 그리
고 그들은 각자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제각기 자기 자루를 열었
다.
12 그리고 그는 뒤졌다.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자 까지 뒤졌다. 그리고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
다.
13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옷을 찢었
다, 그리고 각자의 것들을 자기 나귀
에 싣고 성으로 돌아 왔다.
14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
셉의 집으로 들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런 말들을 말했다”란 이런 것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어찌
하여 내 주인은 이 말들에 따라 말하십니까?”란 이와같은 것이 왜 
흘러드는지 반영해봄을 의미한다. “이런 말들을 행하는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거리가 멈니다”란 그것이 의지로부터가 아닐 때를 의미
한다.
 “보라 우리가 우리의 자루에서 발견한 은...”이란 진리가 무료로 
수여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되가지고 왔읍니다”란 종교의 원리로부터 복종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
까?” 어찌 우리가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인 진리와 선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를 의미한다.
 “그것이 발견되는 당신의 종은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란 그렇게 
행한 자는 저주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내 주에게 종이 
될 것입니다”란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자유함 없이 영원히 연계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지금 네 말들에 따라...”란 참으로 그것은 
공정으로부터 그렇게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와 같이 하리라”란 
보다 온순한 판결을 내림을 의미한다.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이
든지 나에게 종이 된다”란 그렇게 있는 자는 그 자신의 자유로움 
없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죄없다”란 나머
지는 그들 자신의 처분 로 맡겨질 터인데. 그 이유는 과오를 나누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신명기 24:16, 에스겔 18:20.
11,12절  “그리고 그들은 황급해졌다”란 성마름을 의미한다. “그리
고 각자는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 놓았다”란 그들은 자연적인 것 
안에 있었던 것을 감각의 것들에로 내려가지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각각 자기 자루를 열었다”란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자신에게 명백히 할 수 있을 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뒤졌다"란 탐사를 의미한다.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에까지 뒤졌다"란 질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란 천적인 것으로부터 
온 내면의 진리가 중매자와 함께 있었음을 의미한다. 
13-17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옷을 찢었다"란 슬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자의 것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왔다"란 진리들이 
감각 속의 것으로부터 기억 속의 지식들에로 되돌려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들어갔다"란 교회의 진리들과 
교회의 선을 의미한다. "요셉의 집"이란 내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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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얼굴을)땅에로 떨구었
다.
15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한 짓은 체 어찌된 것이
냐? 너희는 내가 점을 하는 자인 줄
을 몰랐느냐?
16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당하리이까? 하느
님께서 당신의 종의 불법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내 주에게 
우리 모두 종입니다. 그리고 잔이 발
견된 자도 그러합니다.
17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런 행동은 
나로부터는 거리가 멀고, 잔이 발견
된 자 만이 나에게 종이 되리라. 그리
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평화
로이 올라 가라.
18 그리고 유다는 그에게 가까이 다
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19 저로 하여금 나의 주여,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마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종
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이유가 당신은 바로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20 내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버지가 있느냐, 또
는 네 형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를 모시고 있는데, 그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령에 얻은 아이가 있
는데, 가장 어린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다. "그리고 그는 아직 거기에 있었다"란 예견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란 굴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그 다음 그들이 지각함을 의미
한다. " 체 너희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란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매우 큰 악이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내가 점을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란 이것은 미래와 감추인 것을 
보시는 그분으로부터 감추여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다는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교회의 선에 주어진 
지각을 의미한다. "내 주께 무슨 할 말이 있으리이까? 무슨 말을 
하리이까?"란 혼란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정당하리
이까?"란 우리는 죄지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란 고백을 의미한다. "보라 우리는 내 주에게 
종들입니다"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부터 영원히 박탈되어지
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란 연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잔이 
발견된 자 역시..."란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진리
를 지닌 자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런 짓은 나로부터는 거리가 멀다"란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잔이 발견된 자..."란 
신성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진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다"란 그는 영원히 종속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네 아버지에게 평화로이 돌아가라"란 내면의 진리가 발견되
지 않는 교회의 진리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됨을 의미한다.
18-31절.  “그리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왔다”란 외적 인간이 
선을 통하여 내적 인간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저로 하여금, 나의 주여”란 간절한 부탁을 의미한다. “부디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마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란 수용함과 들음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부디 당신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요”
란 그가 외면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신은 바로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란 그것은 자연적인 것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 주께서 그의 종에게 물어, 말하기를”이란 그들의 생각 속의 
지각을 의미한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는 형제가 있느냐?”란 
근원으로는 선이 있고, 수단으로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께 말했습니다”란 상호 지각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버지, 노인이신 분을 모시고 있읍니다”란 그들은 근원으
로서 영적 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분께는 노령에 얻은 
아이, 막내가 있읍니다”란 거기로부터 새로이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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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형은 죽었는바 그의 어머니에
게는 그 아이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있
습니다.
21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
게 말하시기를, 그를 나에게 데려오
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 눈을 놓을 
것이다.
22 그리고 우리는 내 주에게 말했습
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는 죽을 것이다.
23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의 가장 어
린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는다
면 너희는 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24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 갔
을 때, 우리는 그에게 내 주의 말을 
말했습니다.
25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하
셨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우리에
게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26 그리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우리
는 내려 갈 수 없습니다. 만일 가장 
어린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
리는 내려 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막내인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
면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 그리고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8 그리고 하나는 나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정녕 그는 갈갈

“그리고 그의 형은 죽었읍니다”란 내적인 선은 있지 않음을 의미한
다. “막내 만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남았읍니다”란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합니
다”란 그것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온 영적 선과 결합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했읍니다”란 주어진 지각을 
의미한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란 새로운 진리는 내적 선에 종속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눈으로 그를 직접 보아야겠
다”란 그 다음 선으로부터 온 진리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 주께 말했습니다”란 상호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란 이 진리는 영적 선으로부
터 분리되어질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떠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란 만일 그것이 분리되어진다면 교회는 멸망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셨다”란 이것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 “만일 너희 막내가 너희와 더불어 오지 않는다면”
이란 만일 그것이 내적 선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을 의미한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란 거기에 자비가 있지 
않을 것이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 결합도 없을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란 
영적 선으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에게 내 주의 말들을 
말했읍니다”란 이런 것에 관하여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하셨다”란 영적 선으로부터 지각함
을 의미한다. “너희는 돌아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란 진리의 선을 제 것되게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읍니다”란 거절을 의미
한다. “만일 막내가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내려가겠읍니다”란 자
기들과 중매자가 합쳐져 있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란 자비도, 결합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막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이란 중매자를 수단으로 하는 것을 빼놓고는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하셨읍니다”란 
영적 선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너희는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준 것을 알고 있다”란 만일 교회 속에 영적 선이 
있다면, 거기에 내적 선과 진리가 있을 것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는 나로부터 나갔다”란 얼핏 보기에 내적 선을 떠난듯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그는 정녕 찢기워서 조각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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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찢겨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29 그리고 너희는 내 얼굴로부터 이 
하나 역시 데려 가려 한다. 그리고 
만일 해악이 그에게 떨어지면, 너는 
내 회색 머리털을 무덤으로 악 가운
데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30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 갈 때, 그리고 이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그의 혼은 
소년의 혼과 묶여 있는바,
31 그가 소년이 있지 않음을 본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은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의 회색 
머리털을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내
려가게 할 것입니다.

32 당신의 종은 이 소년을 위해 나의 
아버지 앞에서 담보가 되어 말하기
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
지 않는다면, 저는 영영 나의 아버지
에게 죄인 될 것입니다.
33 그리고 지금 원하옵기로, 당신의 
종이 이 소년 신 내 주에게 종으로 
남아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 소년은 
그의 형제와 함께 올라 가게 하소서.
34 이 소년이 저와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 
가겠습니까? 필시 저는 나의 아버지
에게 닥치는 악을 보고야 말 것입니
다.

말았을 것이다”란 그것은 악들과 거짓들에 의해 멸해졌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란 그것이 사라졌
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얼굴로부터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란 만일 
새로운 진리 역시 떠나려 한다면을 의미한다. “해악이 그에게 닥치
고”란 악들과 거짓들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회색 머리털이 악 속에서 무덤으로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란 영적 
선, 그런고로 교회의 내적인 것은 멸망하리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 왔을 때”란 교회의 
선은 내적 교회의 영적 선과 상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이란 만일 새로운 진리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혼이 소년의 혼과 묶여 있는 
바”란 접한 결합이 있어 온터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소년이 있지 않음을 볼 때 그는 죽을 것입니다”란 
영적 선은 멸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종 
우리의 아버지의 회색 머리털로 하여금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내려
가게 만들 것입니다”란 모든 것이 교회와 더불어 막을 내릴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0:1,4-7, 13:5,9,13, 14:5,6, 42:24,25, 예레
미야 21:5,12, 시편 78:49,50, 레위기 7:24, 22:8, 출애굽기 22:31, 
에스겔 4:14, 시편 17:12, 22:13.
32-34절.  “당신의 종은 내 아버지 앞에서 이 소년을 위해 담보가 
되어 말하기를...”란 그것 자체에 근접함을 의미한다. “만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도로 데려오지 않으면”이란 그것이 영적 선과 합쳐지
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저는 나의 아버지에게 영영 죄인 일 것입니
다”란 돌보지 않음, 그리하여 교회의 선은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바라옵기로 당신의 종이 이 소년 신 내 주에게 
종으로 남게 하소서”란 복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소년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란 내면의 진리가 영적 선과 합쳐지
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이 소년이 저와 함께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가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가겠읍니까”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이 내면의 진리 
없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필시 저는 나의 아버지에게 닥치는 악을 
볼 것입니다”란 그것이 멸해짐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44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내적인 천적 인간과 외적인 
자연적 인간 사이에 있는 중매자(the intermediate)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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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앞에 서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질렀다, 모
든 사람은 나로부터 물러가라. 그리
하여 요셉이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
게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아무도 그
와 더불어 있지 않았다.

2 그리고 그는 그의 목청을 돋구어 
울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들
었고, 바로의 집도 들었다.
3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요셉이다. 나의 아버지
는 아직 살아계신가?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답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셉 앞에서 너무 
당황해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내적인 천적 인간이 그 자체로부터 영적 진리를 가지고 
중매자를 채우고 있다. 중매자는 "베냐민"이다. 중매자인 베냐민과 
더불은 영적 진리는 "요셉의 은잔"이다. 내적인 천적 인간은 "요셉"
이고, 외적인 자연적 인간은 "야곱의 열 아들"이다.
  그 다음 취급되는 주제는 외적인 자연적 인간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그것이 내적인 천적인 것에 기꺼이 복종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험은 그들이 고발되어지고 자포자기 하여 요셉에게 되돌아오
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기꺼이 복종함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을 
종으로 삼도록 바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 

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함으로 묘사되고 있다. 외적 인간이 
내적 인간과 결합함은 시험 없이, 그리고 기쁘게 복종함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
  표현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여기서 취급한 주제는 그들이 거절되
어졌으나, 그들은 끈질기게 자신들이 표본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거절됨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게 하고, 베냐민 만을 간직하고 
싶어함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의 고집스런 주장은 그들의 고백과 
애원하는 각 구절 세부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45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앞에 서있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란 모든 것들은 이제 결합을 위하여 내적인 천적
인 것을 수단으로 준비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소리질렀다"란 결과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나로부터 물러가라"란 역으로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기억적 지식들
은 그 중간 사이에서 내쳐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요셉이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아무도 그와 더불어 있지 
않았다"란 내적인 천적인 것이 중매자를 통하여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들과 합쳐질 때 여타 어느 지식도 현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청을 돋구어 울었다"란 자비와 환희를 의미한
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다"란 최말단 조차도를 의미한다. 
"바로의 집도 들었다"란 자연적인 것 전체를 통하여를 의미한다.
3-5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내적인 천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에 지각하는 자질을 주었다를 의미한
다. "나는 요셉이다"란 명백히 함을 의미한다. "나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가?"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의 현존을 의미한
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답할 수 없었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들은 아직 말할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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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부디 가까
이 오시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다
가갔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았던 당신들
의 형제 요셉이요.

5 그리고 당신들이 저쪽으로 나를 
팔았다고 해서 지금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
님께서 당신들을 살게 만들고저 당
신들 앞에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6 2년 동안 기근이 토지 사이에 있었
읍니다. 그리고 경작함도 수확도 없
는 5년이 아직 있습니다.

7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이 이 
토지에서 남겨진 것을 두게 하시려
고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
리고 큰 피신으로 당신들이 살게 만
드시려 하신 것입니다.
8 따라서 당신들이 나를 저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
고 그분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되
게 놓으셨고, 그의 모든 집에는 주가 
되게 하셨읍니다, 나는 이집트의 모
든 토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셉 앞에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다"란 그들 
사이에서 동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새로운 자연적인 것의 
지각을 의미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부디 가까이 오시오"란 내면적
으로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다"란 그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 당신들의 형제 요셉
이요"란 유입을 수단으로 명백히 함을 의미한다. "당신들이 이집트
로 팔았던"이란 그들이 멀리했던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슬퍼하거나"란 심정, 또는 의지의 불안을 의미한다. "분노하지 않습
니다"란 영의 슬픔, 또는 이해함의 슬픔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쪽으로 나를 팔았다"란 그들이 가장 낮은 것에
로 돌렸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살게 만들고
저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란 그렇기 때문에 섭리 
속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 .
  참조 성서. 이사야 50:1, 에스겔 7:12,13, 요엘 3:6-8, 신명기 
32:30, 마태복음 13:44-46, 누가복음 18:22, 12:33, 신명기 21:14, 
24:7, 에스겔 3:18, 13:19,22, 호세아 6:2, 시편 27:13, 계시록 2:7, 
요한복음 5:21, 6:63, 마태복음 7:14.
6-8절.  "...동안"이란 이것은 사실이다를 의미한다. "기근이 토지 
사이에 있은지 이 년이 되었다"란 자연적 마음 안에서 선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오 년이 아직 더 있다"란 남아 있는 것이 빛을 
발할 때까지 이 상태의 기간을 의미한다. "경작함도 수확도 없는"이
란 한동안 선, 그리고 파생되는 진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습니다"란 그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신들이 이 토지에서 
남겨진 것을 두게 하시려고"란 교회의 중앙과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
다. "당신들을 살게 만드시려 하신 것입니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들을 위하여 거기로부터 있는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 "큰 피신으
로"이란 저주됨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들이 나를 저쪽에 보낸 것이 아니라"란 그들이 자연적
인 것 속에 있는 기억적 지식에로 떠나게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이십니다"란 신성이 이것을 실시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바로에게는 아버지되게 놓으셨다"란 지금 자연적인 
것은 그분으로부터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모든 집에는 주가 되게 
하셨다"란 그분으로부터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를 의미한
다. "나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통치하고 있다"란 내적 마음으로부
터 흘러드는 선이 자연적 마음에 있는 기억적 지식을 배열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0:11,12, 아모스 6:12, 누가복음 9:62, 마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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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신들은 서둘러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하
기를,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모든 이
집트의 주로 세웠습니다. 나에게 내
려 오십시오, 지체마십시오.
10 그리고 당신은 고센의 토지에 거
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 가
까이 계실것이고, 당신, 그리고 당신
의 아들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 그리고 당신의 양떼, 그리고 
당신의 목축들, 그리고 당신이 소유
한 모든 것입니다.
11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당신을 떠받
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기근의 다섯 
해가 아직 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 뿌리뽑히지 않도록, 당신과 당신
의 집식구,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뿌리 뽑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12 그리고 보라 내 입으로 내가 당신
들에게 말하는 것을 당신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우 베냐민의 눈
이 보고 있다.
13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에
게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화, 당
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말씀드리
시오. 그리고 서두르시오, 그리고 나
의 아버지를 이쪽으로 내려 오게 하
시오.

음 24:17,18, 예레미야 26:18, 이사야 4:2,3, 10:20,21, 11:16, 28:5, 
36:31,32, 7:22, 예레미야 23:3, 31:2, 에스겔 6:8,9, 요엘 2:32, 
미가 5:8, 스바냐 3:13, 스가랴 8:5,6,11,12, 이사야 6:12,13, 14:30, 
예레미야 11:22,23, 44:12,14,28, 마태복음 24:17,18, 누가복음 
17:32, 민수기 21:35, 신명기 2:34, 이사야 4:2,3, 10:20, 37:31,32, 
에스겔 6:8,9, 요엘 2:32, 예레미야 44:12,14.
9-13절.  "당신들은 서둘러 나의 아버지에게 올라가십시오"란 영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렇
게 말했습니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에 관하여 이 선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모든 이집트의 주로 세웠습니다"란 자
연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각각을 배열함을 의미한다. "나에게 내려 
오십시오, 지체마십시오"란 확실한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고센의 토지에 거주할 것입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중앙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저 가까이 계실것이다"
란 영구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이란 영적 선 그리고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양떼, 그리고 당신의 목축들”이란 
내면과 외면에 있는 자연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란 거기로부터 있는 것은 무엇이든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당신을 떠받들 것입니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계속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기근의 
다섯 해가 아직 더 있기 때문입니다"란 선이 결핍되는 기간을 의미한
다.  "당신이 뿌리뽑히지 않도록"이란 멸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당신과 당신의 집식구,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란 영적 선 
그리고 영적 선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 당신들이 보고 있다"란 지각으로부터 증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의 아우 베냐민의 눈"이란 중매자의 지각으로
부터를 의미한다. "내 입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명명
백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화를 
말하시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영적 천국이 영적 선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이란 거기서 주목되었
고 지각된 것은 무엇이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서두르시오, 그리
고 나의 아버지를 이쪽으로 내려 오게 하시오"란 더 가까운 결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8:3, 요한복음 6:27, 4:31,32, 7:37,38, 요한복
음 1:14, 누가복음 9:30,31, 마태복음 24:30, 이사야 4:5,6, 출애굽
기 40:34, 민수기 14:10, 16:42, 출애굽기 24:15,16, 에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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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 베냐민의 
뺨에 엎드려져서 울었다. 그리고 베
냐민은 그의 목에서 울었다.
15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와 
키스했다, 그리고 그들과 울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은 그와 이야기 했
다.
16 그리고 이 목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의 눈에, 
그의 종들의 눈에도 좋게 여겨졌다.

17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제에게 말하라, 이것을 너희는 
하라. 너희 짐승들에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의 토지에 당도하라.

18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식
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의 토지의 좋
은 곳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토지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19 그리고 지금 명령했다, 이것을 너
희는 실시하라. 너희는 이집트의 토
지로부터 마차를 너희 아기들, 그리
고 너희 여인들을 위하여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20 그리고 너희의 눈이 너희의 물자
를 아끼려 하는 것을 보게 말라. 그 
이유는 이집트의 온 토지의 좋은 것
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

1:27,28, 8:4, 10:18,19, 11:22,23, 민수기 14:21, 이사야 6:3, 40:5, 
24:15, 35:2, 60:1,2, 48:11, 계시록 21:10, 시편 24:7-10, 이사야 
24:23, 마태복음 19:28, 25:31,34,40, 16:27, 6:13, 
14,15절.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 베냐민의 뺨에 엎드려졌다"란 
중매자와 더불은 가장 깊은 결합을 의미한다. "울었다"란 자비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베냐민은 그의 목에서 울었다"란 영접 
그리고 거기로부터의 상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와 키스했다"란 은총으로부터 인접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과 울었다"란 애착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은 그와 이야기 했다"란 영접으로부터의 상호 
소통을 의미한다.
16-20절.  "그리고 이 목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렸다"란 이것이 
보편적인 자연적인 것을 채웠다 를 의미한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란 교회의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 안에서 현존하고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의 눈에 좋아 보였다"란 거기 
안이 기쁨으로 꽉 찼음을 의미한다. "그의 종들의 눈에도"란 거기에
서 가장 낮은 것에서 조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것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네 형제에게 말하라"란 자연적
인 것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이것을 너희는 
하라. 너희 짐승들에 양식을 싣고"란 그들은 모든 진리를 선으로 
채워야 할 것을 의미한다. "가서, 가나안의 토지에 당도하라"란 그들
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라"란 
영적 선과 교회 속의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기억적 지식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의 토지의 좋은 
곳을 줄 것이다"란 기억적 지식들을 점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토지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란 거기서 선을 제 것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명령했다, 이것을 너희는 실시하라"란 뜻함을 의미한
다. "너희는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마차를 가져가라"란 기억적 지식
들 속의 교리물을 의미한다. "너희의 아기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의 여인들을 위하여"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란 그들의 섬김과 접근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희의 눈이 너희의 물자를 아끼려 하게 말라"란 도구적인 
것들은 돌보아야 할 필요가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집트의 
온 토지의 좋은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제일 가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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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1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렇게 행동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의 입에 따라 마차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 양식을 
주었다.
22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바꿔 입을 
의복을 주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는 은 삼백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 
다섯 번 바꿔 입을 옷을 주었다.
23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 방
식에 의거 보냈다, 그리고 열 마리의 
나귀가 이집트의 좋은 것을 운반하
고, 그리고 열 마리의 암나귀가 길을 
떠나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 곡식과 
빵과 자양분을 나르는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그리
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길에서 다
투지 말라.
25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올
라갔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로 그
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왔다.
26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말
하기를, 요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온 토지의 통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은 낙담

  참조 성서 출애굽기 29:13,22, 레위기 3:4,5,9,10,14,15, 
4:8,9,19,26,31,35, 7:3,4, 3:16, 17:6, 민수기 18:17, 레위기 
3:16,17, 7:23,25,26, 이사야 43:24, 시편 66:15, 신명기 32:37,38, 
시편 20:3, 이사야 25:6,8, 55:2, 예레미야 31:13,14, 시편 63:5, 
65:11, 36:7,8, 이사야 30:23, 계시록 18:14, 신명기 32:13,14, 시편 
81:16, 147:14, 민수기 18:12.
21-23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하였다란 자연
적인 것 안에서 영적 진리들로부터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의 입에 따라 마차를 주었다"란 내부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로 교리적인 것들을 가졌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 양식을 주었다"란 한동안 선과 진리로부터 
지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바꿔 입을 의복을 주었다"란 진리들이 선 
안에서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는 은 삼백 조각을 
주었다"란 중매자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가득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섯 번 바꿔 입을 옷을 주었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많은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 방식에 의거 보냈다"란 영적 선에 
무료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열 마리의 나귀가 이집트의 
좋은 것을 운반하고"란 더 많은 섬김을 위한 더 좋은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열 마리의 암나귀가 ...곡식과 빵을 나른다"란 
더 많은 섬김을 위한 선으로부터의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을 의미
한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 그의 아버지를 위한 자양분"이란 한동안 
영적 선을 위한 내면의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8:3, 계시록 4:4, 19:11,13,14, 마태복음 
17:2, 시편 104:2, 마태복음 22:11,13, 이사야 52:1, 에스겔 
16:10,13, 27;7, 시편 95:13,14, 요한복음 3:4,5, 계시록 16:15, 
스가랴 3:3,4, 창세기 6:15, 사사기 7:6,7,16,22. 
24-28절.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란 숨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란 그들이 고요함 안에 있어야 하리라고 주어진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올라갔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로부
터 물러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
게 왔다"란 영적 선이 아닌 자연적 선 이었던 거주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유입과 주목함을 
의미한다. "요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란 내적인 것이 거절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온 토지의 통치자입니다"
란 자연적인 마음은 그것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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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이유는 그가 그들을 믿
지 않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
게 말한 요셉의 모든 말들을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자기를 
모시려고 보낸 마차를 보았다, 그리
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은 되살
아 났다.
28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했다, 흡족
하다, 나의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46

1 이스라엘은 여행했다, 그리고 그
가 가졌던 모든 것, 그리고 브엘세바
에 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에게 희생 제사를 바쳤다.
2 그리고 하느님께서 밤의 환상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셨다, 그리고 그
분은 말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3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보라 나
를.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

그의 심정은 낙담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
다"란 자연적인 것 속에 생명이 결여되어 있음 그리고 그로부터 
이해함에도 생명의 결핍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요셉의 모든 말들을 그에
게 말했다"란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자기를 모시려고 보낸 마차를 보았다"란 설득
함에서 파생되는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은 되살아 났다"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했다"란 이제 영적 선을 의미한다. "흡족하
다, 나의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란 내적인 것이 멸해지지 
아니했음에 따른 환희를 의미한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란 새로운 것에 앞서 결합을 갈망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2:4,5, 46:1,2,5,27,29,30, 47:27-29, 
48:2,3, 49:1,2,7, 24.

내적 의미 요약
  앞 장에서 취급한 주제는 "요셉"인 내적 인간이 그 스스로 야곱의 
열아들, 즉 외적 인간과 "베냐민"인 중매자를 통하여 결합을 시작하
는 것이였다. 45장에서 취급한 주제는 내적 인간이 스스로 외부의 
자연적인 것과 합쳐지는 것이나, 이 합쳐짐은 "이스라엘"인 자연적
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합이 없는 까닭에 
우선 이 선 자체에 인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46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행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란 결합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왔다”란 선행과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희생 제사를 
바쳤다”란 그로부터 오는 예배, 그리고 신성한 지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을 의미한다.
2-4절.  “그리고 하느님께서 밤의 환상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셨
다”란 희미한 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야곱아, 
야곱아”란 자연적 진리에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했다, 보라 나를”이란 주목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란 신성
한 지적인 것, 이로부터 유입이 있다 를 의미한다. “이집트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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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나는 거기서 너로부터 큰 나라를 만
들 것이다.
4 나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리
라. 그리고 나는 너로 올라오게 하리
니 정녕 올라온다. 그리고 요셉이 네 
눈에 그의 손을 놓을 것이다.

5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일
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그
들의 아기들을, 그리고 그들의 여인
들을 바로가 그를 모시라고 보낸 마
차로 운반했다.

6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소(가축)
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토지에
서 획득한 그들의 소유물을 챙겼다, 
그리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그의 모든 씨, 
7 즉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
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딸들, 그리고 모든 그의 씨
를 그는 그와 함께 이집트로 데려 
왔다.

8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
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
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는 것을 두려워 말라”란 자연적 진리는 그것에 소속된 모든 것과 
더불어 교회의 기억적 지식에 입문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나는 
거기서 너로부터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란 진리들이 선이 되어 
갈 것을 의미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리라”란 그런 상태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로 올라오게 하리니 정녕 
올라온다”란 그 후 승강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이 네 
눈에 그의 손을 놓을 것이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들이 생기를 줄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9,10, 마태복음 25:5,6, 누가복음 17:34, 
마태복음 26:31,34, 이사야 21:11,12, 스가랴 14:7-9, 이사야 15:1, 
예레미야 애가 1:2, 시편 91:5,6, 계시록 21:25, 22:5, 다니엘 7:2,7.
5-7절.  “그리고 야곱은... 일어났다”란 자연적 진리의 계발을 의미
한다. “브엘세바로부터”란 선행과 믿음의 교리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운반했다”란 
영적인 진리들은 자연적 진리가 발전하게 해준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의 아기들을”이란 순진 속에 있는 것들과 함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을”이란 선행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바로가 그를 모시라고 보낸 마차에서”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로부
터 온 교리물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떼를 챙겼다”란 진리의 선들을 의미한다. “가나
안의 토지에서 획득한 그들의 소유물”이란 교회 속에 이전부터 있던 
진리들로부터 포획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로 왔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 안으로 입문함을 의미한다. “야곱,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그의 모든 씨”란 자연적 진리, 그리고 자연적 진리에 
속하는 믿음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이란 질서 안에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딸들”이란 
질서 안에 있는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그의 씨”란 믿음과 
선행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와 함께 이집트로 데려 
왔다”란 그들은 교회 속에 있는 기억적 지식들에로 가져와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11, 30:2,3, 예레미야 46:25, 47:1,2,3, 에스겔 
29:3,4, 32:2,3,7,8,
8-27절.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란 
질서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 진리들의 품질, 이것이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 안으로 가져와짐을 의미한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 그리고 세부 측면에
서의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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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
론과 갈미요,
10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
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11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
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13 잇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14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15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
곱에게 낳은 자손들인데, 그 딸 디나
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삼 
명이며,
16 갓의 아들 곧 시뵨과 학기와 수니
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
리요,
17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
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18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라 합 십 육명이요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
과 베냐민이요
20 이집트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

이란 이해함에 있는 믿음, 이것이 첫 장소에서 가상적으로 있는다.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란 전체적인 측면에
서의 믿음 속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이란 의지 
안에 있는 믿음과 전체적 측면에서의 그것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여인의 소생 사울”이란 진짜 근원으로부터가 아닌 교리를 
의미한다.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라"란 영적 사랑과 전체적 
측면에서 그것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란 천적인 
사랑과 그것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란 거짓과 악이 근절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베레
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란 선행의 선들로부터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다"란 천적 수준에 
있는 결혼의 사랑과 그것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다"란 천국의 결혼과 
그것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다"란 이러
한 교리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자연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애정으로부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딸 디나"란 교회를 
의미한다.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삼 명이다"란 영적 생명의 
상태와 그 품질을 의미한다.
 "갓의 아들은 시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이다"란 믿음의 선과 그로부터 파생된 일들과 그것들의 교리
들을 의미한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다"란 영원한 생명의 
행복과 애착들로부터 있는 기쁨과 그것들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실바의 아들들이다"란 이들은 외적 교회 속에 있음을 의미
한다.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이란 외적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
를 의미한다.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다"란 그들은 자연적
인 것으로부터 있었음을 의미한다. "십 육명이다"란 그들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란 천적인 애착으로부터 인 것을 
의미한다. "요셉과 베냐민이다"란 교회의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 
"요셉"은 내적인 선을, "베냐민"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집트의 토지에서... 태어나졌다"란 자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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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
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1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뭅빔과 훕빔과 아릇이니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
손이라 합 십 사명이요
23 단의 아들 후심이요
24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
와 예셀과 실렘이라
25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칠 명이라,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 육명이니 이
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27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이 두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이
집트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
었더라.
28 그리고 그는 그에 앞서 유다를 
보내 자기에게 고센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고
센의 토지에 왔다.
29 그리고 요셉은 그의 마차에 견인
줄을 채웠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스라엘을 맞으러 고센으로 올라 갔
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그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그
의 목에서 한참동안 울었다.

것 안에 있는 내부의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온의 
제사장 보디세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란 선이 진리와 결혼
함 그리고 진리가 선과 결혼함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므낫세와 에브
라임"이란 새로운 의지와 그것의 지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회 
속에 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
와 로스와 뭅빔과 훕빔과 아릇이다"란 영적인 것의 내부와 그것의 
교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다"란 그들은 천적인 애착으
로부터 이었음을 의미한다. "십 사명이다"란 그들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란 믿음의 거룩함과 생활의 선, 그리고 이들 
속의 교리를 의미한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다"란 승리가 
있는 시험들과 그것들에 관한 교리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빌하의 
아들들이다"란 이들은 내적 교회 속에 있다를 의미한다.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이란 내적 선에 한 애착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칠 명이다"란 그들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이른 자"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 안으로 
입회되어진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야곱의 몸(허벅지)로
부터 나왔다"란 결혼으로부터였다를 의미한다. "야곱의 자부 외에"
란 이 결혼으로부터 있지 않았던 것들에 한 애착을 제외하고를 
의미한다. "육십 육명이다"란 그들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천적
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두명이다"란 의지와 그로부터 파생
된 지성을 의미한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이집트에 이른 자는 칠십 
명이었다”란 질서 안에 꽉찼음을 의미한다.
28-30.  "그리고 그는 그에 앞서 유다를 보냈다"란 교회 속의 선이 
내부의 천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자기에게 고센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도록..."이란 자연적인 것 안의 중앙에 관련하여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의 토지에 왔다”란 거기에 생명이 거주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마차에 견인줄을 채웠다"란 내적인 것으로부
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 올라 갔다"란 유입을 의미한다. "고센으로"란 자연적인 것의 중앙
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보여졌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목을 어긋맞겨 안았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의 목에
서 한참동안 울었다"란 자비를 의미한다.



창세기 46 - 277 -
30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
했다, 네가 아직 살아 있어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
31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식구)에
게 말했다. 나는 올라 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형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가나안의 토지에 있
었는데, 나에게 왔습니다.
32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들의 양떼와 목축과 그들이 가진 모
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33 그리고 아마 바로는 당신을 부를
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34 그러면 당신은 말하십시오, 당신
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까지, 우
리 모두, 그리고 조상도 모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이는 당신
이 고센의 토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니다. 그 이유가 이집
트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를 지
겹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했다"란 영적 선이 지각함을 의미
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란 새 생명을 의미한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란 자비를 목격헸으니를 의미한다. "네가 아직 살
아 있다"란 자신 안에 그 결과로서 있는 생명을 인지함을 의미한다. 
31-34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진리들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식구)에게 말했다"란 거기서 선들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나는 
올라 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입니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내 형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가나안의 토지에 있었는데, 나에게 왔습니다"란 교회
의 진리들과 선들에 관하여서, 그들이 입문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란 그들은 선으로 
인도한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란 그들은 
진리들로부터의 선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와 목축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란 
내면의 선, 외면의 선 그로부터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현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마 바로는 당신을 부를지 모릅니다"란 만일 자연적인 
것 안에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이 있다면 합쳐지지기를 뜻할지 모른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란 그리고 
당신의 선들을 알려고를 의미한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였습니다"란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선이 있게 하는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우리 모두, 그리
고 조상들도"란 처음의 선들로부터 그렇게 있었다를 의미한다. "이
는 당신이 고센의 토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란 
그렇게 당신의 거주지는 교회의 기억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인 것의 
한 중앙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를 지겹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에 반 되
고 있는 왜곡된 기억적 지식과 분리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19-25, 30:23, 에스겔 38:12.

내적 의미 요약
  46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요셉"인 내부의 천적인 
것이 "이스라엘"인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과 결합하는 것이
다. 그런다음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이 그 순서 로 열거되는데, 
이와 함께 결합은 그 후 결과되어야만 한다.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은 이집트로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손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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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말했다, 그
리고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
제들, 그리고 그들의 양떼들, 그리고 
그들의 목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가나안의 토지로부터 왔
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고센의 
토지에 있습니다.

2 그는 형제들 중에서 다섯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앞에 세웠다.
3 그리고 바로가 그의 형제에게 말했
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4 그리고 그들은 바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은 양을 치는 목자인데, 
우리 모두와 우리의 조상들도 목자
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
했다, 우리는 이 토지에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의 종들의 
양떼를 위한 풀밭이 없기 때문입니
다, 기근이 가나안의 토지에 극심하
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
옵건  당신의 종들이 고센의 토지
에서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5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네 형제들
이 너에게 왔다. 

6 네 앞에 이집트의 토지가 있다. 토
지의 가장 좋은 곳에서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살게 하라. 그들로 고센
의 토지에서 거주하게 하라. 그리고 

47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말했다”란 기억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인 것 안에서 내부의 천적인 것이 현존함, 그리고 그 결과로 
유입과 지각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 선과 거기의 교회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들, 그리고 그들의 목축들”이란 진리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란 
그로부터 파생된 것은 무엇이든지를 의미한다. “...가나안의 토지로
부터 왔다”란 그들은 교회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고센의 토지에 있다”란 그들은 기억적 지식들인 자연적인 
것의 한 중앙에 있다를 의미한다. 
2-6절.  “그는 형제들 중에서 다섯 사람을 데려다가"란 교회 속의 
진리로부터 얼마를 의미한다. "바로 앞에 세웠다"란 기억적 지식들 
안에 은근히 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가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란 용역과 사용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은 양을 치는 목자입
니다"란 그들은 선으로 인도한다를 의미한다. "우리 모두와 우리의 
조상들도"란 이것은 고 인들로부터서도 그러했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다"란 지각의 계속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토지에 머무르려고 왔습니다"란 기억적 지식 안에서 생명을 구하
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신의 종들의 양떼를 위한 풀밭이 
없기 때문입니다"란 기억적 지식들은 진리의 선이 결여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기근이 가나안의 토지에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란 교회 
안에도 이와같은 것들이 결핍되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바라옵건  당신의 종들이 고센의 토지에서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란 그들이 그들의 한 중앙에서 살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인 것 안에서 지각함을 의미한다. "너의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왔다"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 안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의 진리들 안으로 내부의 천적인 것이 유입됨
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 네 앞에 이집트의 토지가 있다"란 자연적 마음 속의 기억
적 지식들은 내부의 천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다를 의미한다. "토지
의 가장 좋은 곳에서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살게 하라"란 그들은 
이것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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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알아보아 그들 사이에 활동적
인 자가 있다면 내 가축의 제 1인 
자로 세워라.

7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바로 앞에 세웠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였다.

8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말했다, 
네 나이가 얼마인가?

9 그리고 야곱은 바로에게 말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햇수의 날들은 
일백 삼십 년입니다. 험악함이 내 생
애를 점철해왔습니다. 나의 나이는 
내 조상들이 체류한 햇수에 비하면 
그들의 햇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
니다.
10 그리고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
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부터 나왔
다.
11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
의 형제들이 살 곳을 마련했다, 그리
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토지에서 소
유권을 주었는데, 그 토지의 가장 좋
은 곳, 라암세스를 바로가 명령한
로 주었다.

12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그리
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의 모든 집식구를 아기의 입에 따라 

고센의 토지에서 거주하게 하라"란 중앙인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 사이에 활동적인 자가 있는지 알아보라"란 교리에서 더 
특출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을 내 가축의 제 1 인자로 세워라"란 
그들은 기억적 지식의 제일 가는 것일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27, 신명기 10:15, 32:7,8,15,17, 이사야 
64:11, 예레미야 22:15, 50:7, 시편 44:1, 이사야 49:8,9, 예레미야 
23:1, 예레미야 애가 1:6, 에스겔 34:11,14, 34:18, 호세아 13:5,6, 
요엘 1:18, 시편 23:1-3, 100:3, 요한복음 10;9.
7-10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다"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 진리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웠다"란 기억적 지식들의 일반적인 것 안으로 은근히 심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란 결합을 경건하게 소원함, 
그 결과로 열매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야곱에게 말했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
인 것 안에서 교회의 일반적 진리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애의 햇수의 날들은 얼마나 많은가?"란 영적인 것으로부
터 자연적인 것 속의 생명의 상태에 관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에게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내가 머무
른 햇수의 날들은..."이란 생명의 연속인 것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일백 삼십년입니다"란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험악함이 내 
생애를 점철해왔다"란 자연적인 것의 생명의 상태는 시험들로 꽉 
차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 조상들의 햇수의 날들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란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생명의 상태로까
지는 들어 올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그들의 체류한 날들에서..."
란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관련하여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란 결합을 위하여 경건하게 소원
함, 그리고 그 결과 열매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앞으로
부터 나왔다"란 시간에 관련하여 분리됨을 의미한다. 
11,12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살 곳을 
만들었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과 교회 속의 진리들
이 생명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토지에서, 
그 토지의 가장 좋은 곳에서 소유권을 주었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를 의미한다. "라암세스의 
토지에서"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바로
가 명령한 로"란 기억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인 것이 동의함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그의 아버지의 집식구를 빵을 가지고 떠받쳤다"란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과 자연적인 것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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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으로 떠받쳤다.
13 모든 토지에는 빵이 없었다, 그 
이유는 기근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와 가나
안의 토지는 기근으로 시달림을 겪
고 있었다.
14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토지에
서,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에서 발견
되는 모든 은을 거두어 들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농산물을 샀기 때문
이다. 그리고 요셉은 은을 바로의 집
으로 가져왔다.
15 그리고 은이 이집트의 토지, 그리
고 가나안의 토지에서 모두 소비되
었을 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에게 은이 떨어졌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당신 옆에서 죽어야 
합니까?

16 그리고 요셉이 말했다, 너희들의 
가축을 다오. 그리고 은이 떨어졌다
면 나는 너에게 너희 가축을 받고 
(빵을) 줄 것이다.
17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요
셉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요셉은 그
들에게 빵을 말과 양떼, 그리고 목축
떼, 그리고 나귀들과 (바꾸어) 주었
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빵을 공급
하여 그 해에 모든 가축과 바꾸었다.

18 그리고 이 해가 끝났을 때, 그들은 
두 번째 해에 그에게 왔다, 그리고 

이것들의 생명인 선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를 의미한다. "아기
들의 입에 따라서"란 각각의 순진의 선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13-26절.  "그리고 모든 토지에는 빵이 없었다"란 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근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이다"란 황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와 가나안의 
토지는 기근으로 시달림을 겪고 있었다"란 이것은 자연적인 것 안에
서와 교회 내부에서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은을 거두어 들였다"란 참되고 개작할 수있는 
모든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에서, 그리고 가나안
의 토지에서 발견되는..."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그리고 교회에 있었
던...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농산물을 샀기 때문이다"란 
그러므로해서 그들은 버텨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은을 
바로의 집으로 가져왔다"란 모든 것은 자연적인 것의 전체에 관련을 
짓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이 이집트의 토지, 그리고 가나안의 토지에서 모두 소비
되었을 때"란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터에 참되고 융통성 있는 기억적 
지식이 자연적인 것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왔다"란 내적
인 것을 적용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란 
영적 생명의 지탱에 관하여 탄원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은이 
떨어졌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당신 옆에서 죽어야 합니까?"란 진리가 
결핍된 이유로  영적 죽음이 초래되는 도리 밖에는 달리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다"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답이 있다를 의미
한다. "너희들의 가축을 다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축을 받고 너에게 
(빵을) 줄 것이다"란 그들은 장래 진리로부터의 선을 가져와야 그들
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은이 떨어졌다면"이란 만일 
진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질 수 없다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다"란 진리의 선, 
즉 그들이 장래 가져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에게 ...빵을 주었다"란 영적 생명에 관련되는 자양분을 의미한다. 
"말을 위하여(말 신에...)"란 지성으로부터의 기억적 지식을 의미
한다. "양떼, 그리고 목축떼"란 진리로부터의 내면과 외면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귀들"이란 섬김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빵을 공급하여 ... 모든 가축과 바꾸었다"란 내부로부
터의 선의 유입을 통하여 있는 자양분을 의미한다. "이 해에"란 이 
상태의 시기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해가 끝났을 때"란 이 상태의 시기 이후 황량함을 의미한
다. "그들은 두 번째 해에 그에게 왔다"란 그 뒤를 이어 있는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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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은이 어떻
게 소비되었는지 내 주께 숨기지 않
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떼는 내 주
에게 있습니다. 내 주 앞에서 우리에
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
의 지면 밖에 없습니다,
19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의 지면 모
두가 당신의 눈 앞에서 죽어서야 되
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지면을 빵
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살 것
이고, 우리의 지면은 바로에게 종입
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도록 씨를 주
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
고 지면은 황폐해진채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 그리고 요셉은 바로를 위하여 이
집트의 모든 지면을 샀다. 이집트인
들은 각자 그의 들판을 팔았다, 그 
이유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
하게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
지는 바로의 것이였다.

21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이집트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 까지 이르러 
도성으로 이동하게 했다.
22 그는 오직 제사장의 지면은 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몫은 바로에 
의해 제사장에게 분배되었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
게 주었던 할당된 몫을 먹었다. 그러
므로 그들은 그들의 지면을 팔지 않
았다.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내 주깨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란 그것이 내적인 것에 알려졌다는 것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어떻게 이 은이 소비되었는지..."란 진리가 황량함 때문
에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짐승떼는 내 주에게 있습니다"
란 진리의 선을 의미한다. "내 주 앞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면 밖에 없습니다"란 선과 진리를 받는 그릇이 
완전하게 황폐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의 지면 모두가 당신의 눈 앞에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란 만일 그들이 황폐되어질 것이다면, 내적인 것 아래 
영적 생명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우리와 우리의 
지면을 빵으로 사십시오"란 그들이 선을 가지고 버텨내도록 그릇 
둘 모두를 제것 삼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의 
지면은 바로에게 종입니다"란 온통 복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씨를 주십시오"란 이 방도에서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
의 진리가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고 죽지 않습
니다"란 이 근원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있고 더 이상 저주의 공포도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면은 황폐해진채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란 마음은 교회의 기억적 지식으로 경작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를 위하여 이집트의 모든 지면을 샀다"란 내적
인 것이 기억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 마음 전체를 그 자신에 제것 
되게 해서 일반적인 것을 후원하게 했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인들은 
각자 그의 들판을 팔았다"란 교회를 향하여 유익한 모든 것들이 
재 통일되고 종속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극심했기 때문이다"란 자포자기에 이를 정도의 황폐함이 
있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는 바로의 것이였다"란 모
든 것들은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적인 것에 종속되어졌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이사하게 했다"란 기억적 지식 속의 진리
들은 교리적인 것들에 관련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이 끝에
서 저 끝에 까지"란 기억적 지식이 있는 자연적인 것 전체를 망라하는 
팽창을 의미한다.
 "그는 오직 제사장의 지면은 사지 않았다"란 내적인 것은 선을 
받으려는 자연적 수용력으로부터 그 자체를 위하여 획득했는데, 
그 이유가 자연적 수용력은 스스로 존재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 몫은 바로에 의해 제사장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란 그것은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적인 것을 수단으로 
질서 안에 놓여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주었던 할당된 몫을 먹었다"란 선들은 질서 안에 장착됨에 따라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들 자신에게 제것되도록 하지 않았다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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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리고 요셉은 백성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오늘 바로를 위하여 너희
와 너희의 지면을 샀다.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가 있다, 그리고 너희
는 지면에 씨를 뿌리라.

24 그리고 수확하면 너희는 바로에
게 오분의 일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분(오분의 사)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데, 들판의 종자를 위하
여, 그리고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들을 위하
여, 그리고 너희 아기들을 위한 음식
을 위하여 이다.

25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당신은 우
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는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
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종들
입니다.

26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지면에 
관하여, 즉 바로가 오분의 일을 가지
되, 제사장의 지면 만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지
금까지도 유효했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지면을 팔지 않았다"란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것들을 단념하거나 복종시킬 필요가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에게 말했다"란 내적인 것이 기억적 지식 속의 
진리 안으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보라 나는 오늘 바로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의 지면을 샀다"란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해 조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것에 종속되게 만들었다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지면에 씨를 뿌리라"란 이식
되어져야 하는 믿음 속의 진리와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확하면"이란 거기로부터 파생된 열매를 의미한다. "너희
는 바로에게 오분의 일을 주어야 할 것이다"란 남겨지는 것, 이것들
은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적인 것에 있는 일반적인 것을 
위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분(오분의 사)은 너희를 위하여 
있다"란 아직 남겨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들판의 종자를 위하여"
란 마음의 자양분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란 그러므로해서 
진리의 선이 각각에, 모든 것 안에 있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아기들을 위한 음식을 위하여"란 순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란 
영적 생명은 여타 다른 방법에서, 여타 어느 근원에서도 없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란 이 
방법에서 그들은 의지를 종속시켰다와 엎드려짐을 읨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종들입니다"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단념하고, 내적인 
것의 후원 아래 있는 자연적인 것에 복종시킴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었다"란 동의함으로부터 결론지은 것
을 의미한다. "오늘날 까지"란 영원하게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지면에 관하여, 즉 바로가 오분의 일을 가지도록..."이란 
남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의 지면 만은 바로의 것이 아니다"
란 선을 받기 위한 수용력, 이것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직접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4, 25:8, 26:14, 26:19, 28:15,18, 예레미야 
13:16, 에스겔 13:19, 호세아 13:14, 시편 9:13, 13:3, 18:4,5, 
49:14, 계시록 1:18, 2:11, 3:1,2, 마태복음 4:16, 요한복음 5:24, 
8:21,24,51,52, 이사야 31:1,3, 에스겔 17:15, 출애굽기 15:19,21, 
신명기 17:15,16, 마태복음 26:26, 요한복음 2:19,21, 다니엘 
10:5,6, 마태복음 10:37, 요한복음 12:25,26, 마태복음 8:21,22, 
12:30, 창세기 45:3,8, 14:18,19, 시편 110:4, 사무엘 상 8:7-끝까
지, 12:19,20, 계시록 1:5,6, 5:10, 예레미야 4:9, 2:26, 8:1, 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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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토
지, 고센의 토지에서 거주했다. 그들
은 거기에서 소유권을 가졌다, 그리
고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극도로 번창
했다.
28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의 토지에
서 십칠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야곱의 
날들, 그의 생애의 햇수는 칠 년, 그
리고 일백 사십 년이었다.
29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들은 죽는 
쪽으로 가까이 당겨지고 있었다. 그
리고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 눈에
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청컨  네 
손을 내 사타구니에 놓고 자비와 진
리를 나에게 행하라. 부디 나를 이집
트에 묻지 말라.
30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로부터 운
반하여 나를 그들의 매장지에 장사
하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
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31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맹세
하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상의 머리에
서 자신을 구부려 절하였다.

25:34.
27-31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거주하였다"란 
영적 선이 교회 속에 있는 기억적 지식들 사이에서 살았음을 의미한
다, "고센의 토지에서"란 그들의 한 중앙에를 의미한다. "그들은 
거기에서 소유권을 가졌다"란 내적인 것에 의해 질서 안에 주어지고 
장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열매 맺었고, 극도로 번창했다"란 선행
의 선과 믿음의 진리가 파생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의 토지에서... 살았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가 기억적 지식들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십칠 년"이란 거기
에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야곱의 날들, 그의 생애의 햇수는 
칠 년, 그리고 일백 사십 년이었다"란 일반적인 상태와 그것의 품질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들은 죽는 쪽으로 가까이 당겨지고 있었다"
란 거듭나기 전 즉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란 내적인 것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이란 갈망함을 의미한
다. "청컨  네 손을 내 사타구니에 놓아라"란 거룩한 묶임을 의미한
다. "자비와 진리를 나에게 행하라"란 부끄러히 여김을 의미한다. 
"부디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란 거듭남은 기억적 지식 안에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이란 고 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삶을 의미한다. "너는 나를 이집트로부터 운반하라"란 
거기에 기억적 지식로부터의 승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를 
그들의 매장지에 장사하라"란 이와같은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란 신성에 의해 섭리 
속에서 그렇게 행해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에게 맹세하라"란 그것은 취소될 수 없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맹세했다"란 그것은 취소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상의 머리에서 자신을 
구부려 절하였다"란 그는 내면의 자연적인 것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4:6, 사무엘하 2:5,6, 15:20, 호세아 4:1, 시편 
25:10, 40:11, 89:1,2,14, 아모스 3:12.

내적 의미 요약
  앞 장에서는 "이스라엘"인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이 "요
셉"인 내적인 천적인 것과 합쳐지는 것이었다. 이 후 47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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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 이런 말들이 있은 후 였다, 어떤 
이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
임을 데리고 갔다.
2 그리고 어떤 이가 야곱에게 말했
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운을 냈다, 그리고 침
상에 앉았다.
3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토
지에 있는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셨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리셨다.
4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하셨다, 보
라 나는 너를 열매 있게 만들고, 너로 
번성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무리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
리고 나는 이 토지를 너 이후 네 씨에
게 영원히 소유하도록 주리라.
5 그리고 지금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기억적 지식 안으로 은근히 심어지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교회의 진리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다. 기억 안에 있는 일반적 
진리 자체는 "야곱"이다. 이 진리들이 은근히 심어지게 되는 기억적 
지식이 "바로"이다.
  그 후 기억적 지식이 취급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요셉"인 내부의 
천적인 것에 의해 질서 안으로 가져와 지는가, 즉 먼저, 기억적 지식
들 속의 진리들, 그 다음 선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진리로부터의 선들, 
마지막으로 기억적 지식들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자연적인 것이 그
들의 일반적인 것 아래 가져와진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인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의 거듭
남이 묘사되고 있다.

48
내적 의미 해설

1,2절.  “이런 말들이 있은 후 였다”란 이전에 있어왔던 것들로부터 
뒤이어자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란 탁월한 
지각을 의미한다. “보라 네 아버지가 아프다”란 거듭남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란 교회 속의 의지와 교회 속의 지성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출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지각으로
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보라 네 아들 요셉이 너에
게 오고 있다”란 내적인 것의 현존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운을 차렸다”란 영적 선을 통하여 있는 새로운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침상에 앉았다”란 영적 선이 자연적인 것에 충당
됨을 의미한다.
3-7절.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다,”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가 
내적인 것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토지 에 있는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란 신성이 이전의 상태에
서 자연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리셨다”란 생동 있게 함에 관하여 예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열매 있게 만들고, 
너로 번성해지게 할 것이다”란 선행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를 통하여 
생기 있어짐을 의미한다. “큰 무리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란 무한
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 토지를 너 이후 네 씨에게 
영원히 소유하도록 주리라”란 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왕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태어난 네 두 아들”이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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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전 이집트의 땅에서 너에게 태
어난 네 두 아들, 그들은 나의 것이
다. 르우벤과 시므온 처럼 에브라임
과 므낫세, 그들은 나의 것이다. 

6 그리고 그들 이후 너에게서 출생하
는 네 자손은 너의 것이다.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에서 그들은 자기들
의 상속 재산을 청구하리라.

7 그리고 나, 내가 밧단으로부터 오
는 있는데 라헬이 가나안의 토지, 그 
길에서, 에브랏에 당도하기에는 아
직 토지의 넓이가 있었을 때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거기 에브랏으
로 가는 길, 베들레헴과 같은 곳에 
매장했다.

8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들은 누구
냐?
9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들은 나의 아들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주셨습
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부디 그들
을 나에게 데려와다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10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은 고령인 
탓에 무거워졌다. 그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 왔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키
스하고 그들을 포옹했다.

자연적인 것 안에 태어난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내가 이집트로 
오기 전...”이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가 거기 기억적 지식들 안에 
있기 전을 의미한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란 그들은 내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란 교회 속의 지성과 의지를 의미한
다. “르우벤과 시므온 처럼, 그들은 나의 것이다”이란 그들은 진리와 
진리로부터의 선일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이후 너에게서 출생하는 네 자손”이란 그 후에 있는 
내면의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너의 것이다”란 그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합리성 안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청구하리라”란 
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들의 품질 
속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내가 밧단으로부터 오는 ...”이란 지식들의 상태로부터
를 의미한다. “라헬이 가나안의 토지에서 죽었다”란 내면의 진리에 

한 이전의 애착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 길에서...아직 토지의 
넓이가 있었을 때 죽었다”란 중매, 매개체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에브랏으로 가는....”이란 이전의 상태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속의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거기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매장했다” 란 이 상태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란 그것의 장소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한 새로운 애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4:5, 이사야 65:23, 41:4, 에스겔 16:3,4, 이사야 
51:9, 신명기 32:7, 요엘 3:20, 이사야 51:8, 시편 145:13.
8,9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다”란 교회 속의 
지성과 의지에 관하여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들은 누구이냐?”란 그리고 그들의 근원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란 내부로부터의 답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
다”란 그들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들을 나에게 데려와다오”란 그들
은 영적 선에 동의해야함을 의미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리라”
란 선과 진리에 관하여 예견함을 의미한다. 
10-14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은 무거워졌다”란 그의 희미한 
지각을 의미한다. “그의 고령인 탓에”란 표현함의 끝에서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는 볼 수 없었다”란 용의 주도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왔다”란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키스했다”란 진리에 한 애착으로부터 결합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포옹했다”란 선에 한 애착으로부
터 결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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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
했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
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라 하느님
께서 나로 네 씨 역시 보게 해주셨다.
12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그의 사타
구니로부터 떼어 물러나게 했다. 그
리고 그는 엎드려 절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그들 둘 다, 그의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은 이스라
엘의 왼쪽에, 그리고 그의 왼쪽에 있
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을 그에
게 가까이 데려왔다.
14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 손
을 내 었다, 그리고 그 손을 에브라
임의 머리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동
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은 므낫
세의 머리에 얹졌다. 그는 그의 손들
을 엇갈리게 내 었다,그 이유가 므
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15 그리고 그는 요셉을 축복했다, 그
리고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
삭 앞에서 걸어 가셨던 하느님, 내가 
존재한 이래 오늘 까지 나를 먹이신 
하느님,

16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신 천사
가 이 소년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내 조상들 아브라함
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안에서 불리
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로 땅의 한 
가운데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했다”란 내적인 것에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란 그의 사랑
의 유입으로부터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하느님께서 나로 네 씨 역시 보게 해주셨다“란 사랑의 유입이 지각되
었을 뿐 아니라 거기로부터 선과 진리도 파생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그의 사타구니로부터 떼어 물러나게 했다
“란 영적 선의 부분에 있는 사랑에 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자연적인 
것 안의 의지의 선과 지성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절했다“란 그들이 부끄럽게 여김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둘 다, 그의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은 이스라
엘의 왼쪽에...“란 두 번째 장소에 있는 지성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왼쪽에 있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란 첫 
번째 장소에 의지의 선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왔다”란 근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내 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놓았
다”란 그는 진리가 첫째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동생이였다”란 비록 그것이 두 번째 장소에 있다 할지
라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란 
그는 선이 둘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손들을 엇갈리게 놓았다”란 그러므로 질서에 따른게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란 참으로 선이 
앞선 위치에 있어 왔기에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10-14.
15,16절.  “그리고 그는 요셉을 축복했다”란 지성 속의 진리와 의지 
속의 선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예견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걸어 가셨던 
하느님”이란 내적인 선과 내적인 진리는 신성으로부터 생명을 가졌
다를 의미한다. “나를 먹이신 하느님”이란 신성은 자연적인 것으로
부터 있는 영적 진리의 선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를 의미한다. 
“내가 존재한 이래 오늘 까지”란 계속적으로를 의미한다.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신 천사”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수단으
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다를 의미한다. “이 소년들을 축복하
소서”란 그들이 선과 진리를 가지도록 그들에게 주소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이름이 그들 안에서 일컬어지게 하소서”란 그들 안에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온 영적 진리의 선이 품질이 있을 것임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란 내적인 선과 
진리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로 땅의 한 가운데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소서”란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확장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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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그
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
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
로부터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고 붙잡았다.
18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
지시여.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당신
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놓으소서.
19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거절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안다, 내 아들
아, 나는 알고 있다. 그도 역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의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씨는 국가들에 충만할 
것이다.
20 그리고 그는 이 날 그들을 축복해
서, 말하기를, 너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할 것이니, 말하기를, 하느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이 그리고 므낫세 
같게 평가하신다. 그리고 그는 므낫
세 앞에 에브라임을 자리잡아 앉혔
다.
21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
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 그리고 하느
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리고 너를 네 조상들의 토지에로 도
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22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 형제들 

  참조 성서. 창세기 4:6,7, 출애굽기 3:1,2,4,6, 23:20,21,23, 이사
야 63:9, 말라기 3:1,2,4, 이사야 41:14, 49:7,26, 54:5, 45:6, 48:17, 
63:16, 시편 103:4, 이사야 62:11,12.
17-20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란 그는 진리가 첫 번 째의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란 불쾌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의 손을...붙잡았다”란 그의 희미한 지각의 능력 안으로 유입이 있음
을 의미한다. “에브라임의 머리 위로부터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고...”란 잘못함으로부터 그를 돌아서게 하려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란 선이 우위를 가진다는 것에 
관하여 지각할수 있게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놓으소서”란 그리하여 선이 첫째 장소에 있어야 하리라
를 의미한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했다”란 동의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
다,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알고 있다”란 그것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도 역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 
역시 증가할 것이며, 천적 왕국의 인간을 이루리라를 의미한다. “그
럼에도 그의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란 진리로부터의 
선은 더 증가함을 받을 것이고, 영적 왕국의 인간을 이루리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씨는 국가들에 충만할 것이다”란 믿음 속의 
진리가 세력을 떨치리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 날 그들을 축복했다”란 예견과 영원하게 섭리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할 것이니, 말하기
를, 하느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이 그리고 므낫세 같게 평가하신다”란 
그 자신의 영적인 것은 지성의 진리 안에 그리고 의지의 선 안에 
있을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 그리고 그는 므낫세 앞에 에브라임을 
자리잡아 앉혔다”란 그는 진리가 첫째 장소에 있다고 간주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영적 왕국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7:2, 에스겔 12:19, 아모스 6:8, 시편 89:11.
21,22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죽는다”
란 영적 선이 새로운 삶에 관하여 , 그리고 표현함을 끝냄에 관하여 
내부의 천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다. “그리
고 너를 네 조상들의 토지에로 도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란 고  
교회와 태고 교회의 상태에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 형제들 보다 뛰어난 한 몫을 주겠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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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뛰어난 한 몫을 주겠다, 이 몫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족의 
손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49

1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
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
을 그러모으라, 그리고 나는 날들의 
끝에서 너희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
인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2 너희 자신들을 소집하고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3 르우벤, 내 장자, 너는 내 힘이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도 특출하다.

4 물 같이 가벼운 바 너는 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네 아버

지성의 진리와 의지의 선을 교회에서 더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모리족의 손으로부터 얻은 것”이란 악을 제어하는 승리를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내 칼로”란 싸우는 진리를 수단으로를 의미
한다. “그리고 내 활로”란 교리로부터를 의미한다.
 사참조 성서. 에스겔 16:3,45, 아모스 2:9,10, 열왕기하 21:11.

내적 의미 요약
  48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진리로부터인 교회의 지성
과 선으로부터인 교회의 의지이다. 교회의 지성은 “에브라임”이, 
교회의 의지는 “므낫세”이다. 
  교회에서 지성 속에 있는 믿음의 진리가 외견상으로는 첫째 장소
에 있다, 그리고 의지 속에 있는 선행(charity)으로부터의 선은 외견
상 둘째 장소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놓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49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란 자연적인 것 안에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질서 안에 자리잡아 
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러모
으라”란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들 속의 모든 것이 함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날들의 끝에서 너희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에게 말하리라”란 그들이 있었던 질서 안에 있는 교회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너희 자신들을 소집하라”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질서 안에 자리잡
아 앉혀야 함을 의미한다.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란 자연적
인 것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란 영적 선에 의해 그들에 관하여 예견됨, 
최고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미리 내다 보심을 의미한다.
3,4절.  “르우벤, 내 장자”란 믿음이 외견상으로 앞의 장소에 있음을 
의미한다. “너는 내 힘이다”란 믿음을 수단으로 선 안에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란 그것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있는 첫 능력을 의미한다.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도 특출하다”란 
영광과 거기로부터 파생된 주권을 의미한다. 
 “물 같이 가벼운 바”란 믿음 만으로는 이와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를 의미한다. “너는 빼어나지 않을 것이다”란 그것은 영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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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침 (bed) 위에 갔고, 그 다음 
너는 그것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
는 내 침상(couch)에 올라 갔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다. 폭력
의 도구들이 그들의 칼들이다.

6 그들의 비  안으로 내 혼은 가지 
말지라. 그리고 그들의 회합에 내 영
광은 연합하지 말지라. 그 이유는 그
들이 분노하자 그들은 사람을 죽였
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이 유쾌하
면 그들은 수소를 느슨해지게 했다.

7 그들의 성냄은 격렬한 바 저주받아
야 하고, 그들의 분노는 단단한 바 
저주 받아야 한다. 나는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어 낼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뜨리라.

8 너 유다야, 네 형제가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에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
게 절할 것이다.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 (bed) 위에 갔기 때문이다”란 믿음이 선행으로부터의 선에서 
분리될 때 믿음은 더러운 결합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그 다음 너는 
그것을 모독했다”란 만일 악과 결합했다면 그것이 모독이다를 의미
한다. “그는 내 침상(couch)에 올라 갔다”란 그것이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 선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29, 시편 78:51, 105:36, 신명기 21:17, 
마태복음 16:18,19.
5-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다”란 의지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선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선행은 거꾸로의 선행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선행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폭력
의 도구들이 그들의 칼들이다”란 교리적인 것이 선행의 일들, 이리하
여 선행 자체를 파괴하는데 충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비 (스런 장소) 안으로 내 혼은 가지 말지라”란 영적 
선은 그들의 의지 속에 있는 악들을 알고 싶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회합에 내 영광은 연합하지 말지라”란 영적 선으로부
터의 진리는 거기서 파생된 그들의 생각 속의 거짓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분노하자 그들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자신들을 깡그리 돌아서게 했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 버리는 와중에 믿음을 소멸되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기분이 유쾌하면 그들은 수소를 느슨해지게 했다”란 타락된 의지
로부터 그들은 선행의 외적인 선을 완전히 쇠약해지게 했다를 의미
한다.
 그들의 성냄은 격렬한 바 저주받아야 한다”란 선으로부터 비극적으
로 돌아 섬을 의미한다. “그들의 분노는 단단한 바 ”란 파생된 진리로
부터 돌아 섬, 그것이 확증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어 낼 것이다”란 그들은 자연적인 인간 
안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뜨리라”란 그들은 영적인 인간 안에서도 추방되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6:4, 13:10,14, 이사야 29:20,21, 59:6,7, 
60:18, 예레미야 20:8, 에스겔 7:23, 18:10-13, 시편 140:1-4,11.
8-12절.  “너 유다야”란 천적 왕국의 교회(the celestial church), 
최고 높은 의미에서 천적 왕국의 신성에 관련되는 주님 (the Lord 
as to the Divine celestial)을 의미한다. "네 형제가 너를 찬양할 
것이다"란 이 교회는 여타 나머지 교회를 넘어서 특출하다를 의미한
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에 있을 것이다”란 지옥적이고 악마적인 
패거리들은 그의 현존에서 혼비백산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
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란 진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복종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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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먹이됨
으로부터 내 아들 너는 올라 갔다. 
그는 구부렸다, 어떤 사자 같이, 늙은 
사자 같이 웅크렸다. 누가 그를 성나
게 할까?

10 (임금의) 홀이 유다로부터 옮겨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정
자가 그의 발 사이로부터 실로가 올 
때 까지 조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한다. 
11 그는 그의 젊은 나귀를 포도나무
에 맨다, 그리고 그의 나귀 새끼는 
선택한 포도나무에 맨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로 씻는다, 그리고 그의 
덮개는 포도의 피로 빤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 
그리고 그의 이빨은 우유로 인하여 
희다.

13 스불론은 바다들의 정박소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배들의 
정박소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 옆은 시돈 쪽을 향해 있을 것이다.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란 선천적으로 힘을 지닌 순진을 의미한
다. “먹이감이 됨으로부터 내 아들 너는 올라 갔다”란 주님으로부터 
천적 왕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 해방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는 구부렸다, 어떤 사자 같이, 늙은 사자 같이 웅크렸다”
란 사랑의 선과 거기서 파생된 진리가 그들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누가 그를 성나게 할까?”란 그는 지옥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이에서 안전하다를 의미한다.
 “홀(지휘봉)이 유다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란 주권은 천적
인 선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 제정자
가 그의 발사이로부터 실로가 올 때 까지 조차 있을 것이다”란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 다음 평화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한다”란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리들이 진행
되어 나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는 그의 젊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란 외적인 교회를 위한 
자연적인 것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 그리고 그의 나귀 새끼는 
선택한(고르고 고른) 포도나무에 맨다”란 내적인 교회를 위한 합리
적인 것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 안에서 
씻는다”란 그분의 자연적인 것은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
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덮개는 포도의 피 안에서 
(빤다)”란 그분의 지적인 것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
한 선이다를 의미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란 지적인 것, 또는 내적인 (주님
의) 인간성은 선 밖에 더 다른 것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이빨은 우유로 인하여 희다”란 신성한 자연적인 것은 진리의 선밖에 
더 아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5:5, 호세아 11:10, 이사야 31:4, 에스겔 1:10, 
10:14, 계시록 4:6,7, 시편 34:9,10, 104:21,22, 민수기 23:23,24, 
24:2,9, 미가 5:8,9, 이사야 35:9,10, 예레미야 2:14,15, 4:7, 5:4,6, 
나흠 2:11-13, 이사야 33:22, 시편 60:7, 108:8, 민수기 21:18, 
신명기 33:21, 이사야 55:1, 호세아 9:2-4, 예레미야 48:32,33, 
계시록 6:6, 누가복음 10:33,34, 마태복음 26:29, 이사야 5:11,22, 
28:7, 56:11,12, 신명기 32:14.
13절.  “스불론”이란 선과 진리가 동거함을 의미한다. “...바다들의 
정박소에서 거주할 것이다”란 기억적 지식들로부터 진리의 결말이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는 배들의 정박소에 있을 것이다”란 말씀
으로부터의 교리적인 것들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옆은 시돈쪽을 향해 있을 것이다”란 한 쪽에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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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잇사갈은 무거운 짐들 사이에 드
러누운 뼈만 앙상한 나귀이다.
15 그리고 그는 쉼을 보고 그것이 
좋다 하고, 토지를 보고 그것이 즐거
움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짐을 
메기 위해 그의 어깨를 구부릴 것이
다, 그리고 공물에는 종이리라. 

16 단은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판결할 것이다.

17 단은 길에 있는 뱀, 작은 길의 독
사이고,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의 
승마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18 오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9 갓, 군 가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뒤꿈치를 파괴할 것이
다.

20 아셀로부터 그의 빵은 기름지다, 
그리고 그는 왕의 기쁨을 산출할 것
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9, 에스겔 27:4-9, 시편 104:24-26, 
107:22-24, 계시록 8:8,9, 다니엘 11:40, 계시록 18:17-19, 이사
야 43:14.
14,15절.  “잇사갈”이란 일들로부터 보상받음을 의미한다. “...뼈만 
앙상한 나귀이다”란 가장 낮은 섬김을 의미한다. “무거운 짐들 사이
에 누워 있다”란 일들에 둘러 싸여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는 쉼을 보고 그것이 좋다”란 보상 없는 선의 일들, 그들은 행복
으로 꽉차 있다를 의미한다. “토지를 보고 그것이 즐거움이다”란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들은 이 행복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 짐을 메기 위해 그의 어깨를 구부릴 것이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노력을 경주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공물에
는 종이리라”란 그는 공적을 가질지도 모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사기 5:15,16, 마가복음 10:35-45, 누가복음 
14:11-14, 신명기 20:10,11, 예레미야 애가 1:1, 마태복음 
17:25-27.
16-18절. “단”이란 진리 가운데 있으나 선 가운데는 있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지파 중의 하나로서 
판결할 것이다”란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표현하는 일반적 측면
에서의 진리들 중의 하나이다를 의미한다.
 “단은 길에 있는 뱀일 것이다”란 선이 아직 까지는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길의 
독사”란 선에 관하여 진리로부터를 의미한다. “말의 뒤꿈치를 문다”
란 가장 낮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의 오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승마자를 뒤쪽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란 그러므로 물러남이 
온다를 의미한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오 여호와여”란 주님께서 도와주
시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4:4, 11:16, 20:4,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9,30, 마태복음 10:16, 예레미야 8:16,17.
19절.  “갓”이란 진리로부터의 일들 일 뿐, 아직은 선으로부터의 
일들은 아님을 의미한다. “군 가 그를 파괴할 것이다”란 사려분별
함 (판단함)이 없이 진행된 일들, 이것은 진리로부터 질주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뒤꿈치를 파괴할 것이다”란 그러므로해서 
자연적인 것에 있는 무질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8:11,12, 이사야 45:11, 예레미야 49:1.
20절.  “아셀로부터”란 애착들은 복있음, 즉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속에 있는 천적인 애착들은 복되다를 의미한다. “그의 빵은 
기름지다”란 선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왕의 
기쁨들을 산출할 것이다”란 진리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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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라, 
세련된 강연을 한다.

22 요셉은 결실이 풍부한 자의 아들
이요, 샘 가까이에서 결실이 풍부한 
자의 아들이요, 담 위에서 행진하는 
딸의 아들이다.

23 활쏘는 자가 그를 더 비참하게 
하고, 그를 향해 쏘고, 그를 미워한
다.
24 그러나 그는 자기 활의 강함 안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들
의 무기들은 강력한 야곱의 손들에 
의해 힘세지게 만들어졌다. 거기로
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돌이 있다.
25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으로 말미
암아,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
고 전능하심으로 해서 그분은 너에
게 복을 내리시되, 위로 하늘의 축복
과, 아래에 드러 누운 깊음 속의 축복
과, 가슴들과 자궁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26  네 아버지의 축복은 네 선조들의 
축복 보다 더 우세하여 시 의 언덕
들의 바램과 맞먹을 것이다.그것은 
요셉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그의 형제의 나지르인의 머리의 
관 위에 있을 것이다.

21절.  “납달리”는 시험들 이후의 상태를 의미한다. “풀어 놓은 암사
슴”이란 자연적 애착의 자유를 의미한다. “강연을 세련되게 한다”란 
마음(지성, mind)이 기뻐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8:33, 하박국 3:19. 이사야 35:6, 시편 42:1, 
예레미야 애가 1:6, 예레미야 14:4,5.
22-26절.  “요셉은 결실이 풍부한 자의 아들이다”란 영적 왕국의 
교회, 최고 높은 의미에서 영적 왕국의 신성에 관련되는 주님을 
의미한다. “샘 가까이에서 결실이 풍부한 자의 아들이다”란 말씀으
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결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담 위에서 행진하
는 딸의...”이란 거짓들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를 더 비참하게 한다”란 거짓들이 저항함을 의미한다. “그를 
향해 쏜다”란 그들은 이런 거짓들을 가지고 싸운다를 의미한다. 
“그를 미워한다, 활쏘는 자”란 모든 적개심을 동원하여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활의 강함 안에 앉아 있을 것이다”란 그는 교리 
속의 싸우는 진리를 수단으로 안전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손들의 무기들은...힘세지게 만들어졌다”란 싸우기 위한 기세의 힘
을 의미한다. “강력한 야곱의 손들에 의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전능하심을 의미한다. “거기로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돌이 있다”란 
이로부터 영적 왕국 속의 모든 선과 진리가 있다를 의미한다.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란 
고  교회의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해서”란 시
험들 후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 주님을 의미한다. “그분은 너에게 
복을 내리시되, 위의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란 내부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가지고를 의미한다. “아래에 드러 누운 깊음 속의 축복을 
가지고”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기억적 지식을 가지고를 의미한다. 
“가슴들의 축복을 가지고”란 선과 진리에 한 애착을 가지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궁의...”란 그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들의 축복 보다...더 우세할 것이다”란 
이 교회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가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 
선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시 의 언덕들의 바램에 맞먹는다는 
것”이란 천적인 서로의 사랑을 향하여를 의미한다. “그것들이 요셉
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란 내면들에 관련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나지르인의 머리의 관 위에 있을 것이다”란 
외면들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6서:1, 60:18, 49:16, 62:6, 예레미야 21:4,5, 
예레미야 애가 2:8,9, 에스겔 27:11, 계시록 21:10-19, 이사야 
22:5-7, 25:12, 예레미야 5:10, 49:27, 51:12, 에스겔 26:4, 시편 
132:2,3,5, 이사야 49:26, 44:1,3,5, 호세아 11:1, 마태복음 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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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베냐민은 이리이다. 그는 아침에 
붙잡을 것이다, 그는 전리품을 게걸
스럽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그는 약탈품을 나눌 것이다.

28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
리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는 각자에
게 걸맞는 그의 축복에 의거 그들에
게 복을 빌었다.
29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백
성들에게로 거두어지려 하고 있다.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에, 우리 선조에게 매장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의 토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
함이 그의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 
헷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샀다.

31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
라를 거기에 매장하였고, 이삭과 그
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매장하였으
며, 나는 레아를 그곳에 매장하였다.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

시편 118:2,23, 누가복음 20:17,18, 이사야 8:13-15, 28:16, 스가
랴 10:3,4, 다니엘 2:34,35,44,45, 창세기 28:16-18,22, 여호수아 
24:26,27, 신명기 33:13, 이사야 60:16,17, 에스겔 16:7, 23:2,3, 
호세아 2:2,3, 9:14, 이사야 32:9,11,12, 계시록 1:12,13,누가복음 
11:27,28, 이사야 2:2, 시편 72:3, 148:9, 114:4,6, 68:15,16, 이사야 
30:25, 신명기 33:15,16, 요엘 3:18, 에스겔 34:6,26, 예레미야 
12:19, 13:27, 에스겔 6:13, 예레미야 2:20, 4:24,25, 이사야 40:4, 
41:15, 42:15, 미가 6:1, 예레미야 50:6, 7:29. 
27절.  “베냐민”이란 “요셉”인 영적 왕국의 교회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이리이다”란 선을 구출하고 구해내려는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 “그는 아침에 잡을 것이다, 그는 전리품을 게걸스
레 먹을 것이다”란 주님이 현존할 때 그것이 행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녁에 그는 약탈품을 나눌 것이다”란 아직은 그들이 희미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들의 소유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7:15, 요한복음 10:12, 이사야 5:29, 31:4, 
예레미야 39:17,18, 스바냐 3:8, 이사야 53:12, 민수기 23:24.
28절.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다”란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란 영적 선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소통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는 각자에게 걸맞는 축복
에 의거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란 영적 삶에 관한 예언, 이와같은 
상태에서 각각의 사람에 일어날 것에 관한 예언을 의미한다.
29-33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
다”란 은근히 심어줌을 의미한다. “나는 내 백성들에게로 거두어지
고 있다”란 그는 그로부터 있는 자연적인 것 속의 선과 진리 안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 “나를...내 조상에게 매장하라”란 그 안에는 
내면적인 것들과 가장 깊은 것이 있다를 의미한다.
 “굴에...”란 희미함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이란 그럼에도 명료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란 이 희미함 안에를 의미한다. “마므레 앞”이란 그것에 
관한 양과 질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토지에”란 교회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샀다”란 되찾
음(redemtion)을 의미한다. “그의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란 거듭
남을 의미한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였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매장하였으며 나는 레아를 그곳에 매장
하였다”란 모든 내면의 것들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선과 진리 
안에 질서적으로 있다를 의미한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란 진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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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산 것이다.
33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
치고 그의 발을 침 에 거두어 들이
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거
두어 졌다.

50

1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졌
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울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2 그리고 요셉은 그의 종, 의원에게 
그의 아버지를 방부 처리를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이스라
엘을 방부처리했다.
3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십 일을 채
웠는데, 그 이유는 방부 처리하는 기

이들을 되찾음,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선을 받는다를 의미한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란 은근히 심음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발을 침 에 거두어 들였다”란 내면에 
있던 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이 보다 더 수준 낮은 자연적인 것 속의 
선과 진리 쪽으로 향함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숨을 거두었다”란 
거기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그의 백성에게로 거두어 졌다”란 그는 
그로부터 있는 자연적인 것 속의 선과 진리 안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49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하는 주제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 
또한 이 후손에게 있어질 것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명명된 열두 지파들이 표현하고 의미하는 사랑으로부
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주제이다.
  첫째,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취급하고 있다. 이 믿음은 처절
하게 거절되고 있다. 이 믿음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이다.
  그 다음, 천적 왕국의 교회가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유다의 지파”
이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한 것도 취급되고 있다.
  그 다음, 나머지 지파들이 취급되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선과 진리
의 상태에 따라 취급된다. 
  마지막으로, 영적 왕국 속의 가장 수준 높은 교회(the celestial 
spiritual church) 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요셉”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최고 높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취급하고 
있다.  

50
내적 의미 해설

1-3절.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졌다”란 내적인 것이 선에 
한 애착에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울었다”란 

슬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란 첫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종, 의원에게 명령하였다”란 훼방하는 악으로
부터 보존함을 의미한다. “그의 아버지를 방부 처리를 하도록”이란 
어떤 접촉 전염으로 감염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방부처리했다”란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보존을 위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십 일을 채웠다”란 시험들을 수단으로 준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방부 처리하는 기간이 사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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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십 일 걸리기 때문이었다. 그
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칠십 일 동안 곡을 했다.

4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곡하는 날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집
에 말했다, 말하기를, 만일 제가 당신
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부
디 바로의 귀에 말합니다, 말하기를, 
5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맹세하게 
하고,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는다. 
내가 가나안의 토지에 나를 위하여 
파둔 내 매장지에 너는 나를 매장하
여라. 그리고 지금 청하옵건  나로 
올라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아버
지를 매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6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 올라 가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 시
킨 로 그를 매장하라.
7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매장
하러 올라 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종들이 올라 갔다. 그의 
집의 원로들, 그리고 이집트 토지의 
모든 원로들,

8 그리고 요셉의 모든 집안,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안이 힘께 올라 갔다. 오직 아기들, 
그리고 그들의 양떼, 그들의 목축떼, 
만이 고센의 토지에 남았다. 

걸리기 때문이었다”란 이러함이 보존의 상태들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곡을 했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이 슬퍼함을 의미한다. “칠십 일 동안”이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15:26, 누가복음 5:31,32, 예레미야 8:22, 
14:19, 33:6, 30:13, 46:11, 에스겔 47:12, 이사야 23:15,17, 예레미
야 25:11,12, 다니엘 9:24,25. 
4-6절.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곡하는 날들이 지나갔다”란 슬픔의 
상태가 완성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집에 말했
다”란 내적인 것이 자연적 마음에 유입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이란 그것이 잘 받아
들여질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부디 바로의 귀에 말합니다”란 동의
를 구하는 탄원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맹세하게 했다”란 그는 심정에 
교회를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는다”란 
존재되는 것이 중지됨을 의미한다. “내가 가나안의 토지에 나를 
위하여 파둔 내 매장지에 너는 나를 매장하여라”란 이전의 교회가 
있어 왔던 곳에서 소생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청하옵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매장하게 하소서”란 
내적인 것을 수단으로 거기에 교회가 소생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돌아오겠습니다”란 자연적인 마음 안에 현존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바로가 말했다, 올라 가라, 그리고 네 아버지를 매장하라”
란 교회가 소생될 것임을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가 너에게 맹세 
시킨 것에 따라”란 이것이 심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7-9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매장하러 올라 갔다”란 내적
인 것이 교회를 다시 설치하려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종들이 올라 갔다”란 그것은 자연적
인 것 속의 기억적 지식을 자체에 인접되게 했다를 의미한다. “그의 
집의 원로들”이란 선에 일치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 토지의 모든 원로들”이란 진리에 일치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집안”이란 영적인 것 속의 모든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란 그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안”이란 영적인 선을 의미한다. 
“오직 아기들”이란 순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란 선행을 
의미한다. “그들의 목축떼”란 선행의 실제를 의미한다. “그들은 고센
의 토지에 남았다”란 이것들은 교회의 기억적 지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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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그와 함께 병거와 기병도 
함께 했다. 그리고 군 는 심히 많았
다.

10 그리고 그들은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 마당에 왔다, 그리
고 그들은 거기서 단하게 소리내어 
울었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의 아버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애곡
하였다.
11 그리고 그 토지의 주민인 가나안 
족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곡하
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
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비통한 슬픔
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의 이름
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다, 이곳
은 요단 강 건너편이다.
12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
에게 명령했던 로 그에게 행했다.
13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
안의 토지로 운반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
해 마므레 앞, 헷족 에브론으로부터 
들판과 함께 매입한 막벨라의 들판
에 있는 굴에 매장했다.

14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돌아 갔
다, 그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매장하러 올라 
갔던 모든 이들이 그가 그의 아버지
를 매장한 뒤 돌아 갔다.
15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은 말했다, 요셉이 혹시 우리들을 미

 “그리고 그와 함께 병거가... 함께 했다”란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
다. “기병도...”란 지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 는 심히 많았
다”란 진리들과 선들이 합쳤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19:100. 욥 12:12, 레위기 19:32, 계시록 4:4, 
7:11, 이사야 3:5, 24:23, 예레미야 애가 2:9,10, 5:11,12,14, 에스겔 
7:26,27, 스가랴 8:4, 신명기 32:12,13, 시편 45:4, 68:4, 스가랴 
12:4, 계시록 6:2-8, 에스겔 23:5,6,12, 하박국 1:6,8.
10,11절.  “그리고 그들은 아닷의 타작 마당에 왔다”란 첫 상태를 
의미한다.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안으로 입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은 거기서 단하게 소리내
어 울었고 슬피 울었다”란 통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다”란 슬픔의 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토지의 주민인 가나안 족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곡
하는 것을 보았다”란 교회 속의 선을 수단으로 슬픔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비통한 슬픔이
다”란 기억적 지식들은 그것이 교회 속의 진리 안으로 입회하기 
전, 슬픔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다”란 슬픔의 품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2:23,24, 호세아 9:1,2, 신명기 16:13.
12,13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로 그에
게 행했다”란 유입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의 토지로 운반했다”란 교회가 
저쪽에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매장했다”란 거기서 
소생함을 의미한다. “막벨라의 들판의 굴에”란 거듭남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들판과 함께 샀다”란 주님께서 도로 찾은 
이들을 의미한다.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 헷족 에브론으로부터”란 
믿음으로부터 진리와 선을 받고 거듭나지려고 자신이 고통하는 이
들을 의미한다.“마므레 앞”이란 질과 양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3:17, 19,20, 25:9,10, 49:30-32.
14절.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돌아 갔다, 그와 그의 형제들”이란 
내적인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생활과 기억적 지식 안에 있는 믿음 
속의 진리로부터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매장하
러 그와 함께 올라 갔던 모든 이들”이란 거듭남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매장한 후...”란 교회를 소생
시킴을 의미한다.
15-21절.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보았다”
란 선과 진리로부터 따돌려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소생되어졌음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혹 요셉이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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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
신의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명
령하여 이르시기를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 지라
도 이제 바라건  그들의 허물과 죄
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의 하느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
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하지 마소서 내가 하느님을 신하
리이까?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
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
원하게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
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
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22 요셉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안
과 함께 이집트에서 거주했다. 그리

미워하기라도 한다면”이란 그들은 내적인 것을 거절했다를 의미한
다. “우리가 그에게 앙갚음했던 모든 악을 우리에게 되갚는다”란 
응분의 상벌에 따라 바야흐로 막 있어 지려는 처벌을 의미한다.
 “그들은 요셉에게 전하여말하기를”이란 내적인 것으로부터의 유입
과 그 결과 지각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가 죽기 전 
명령하시어 말하기를”이란 그것은 교회의 명령을 수단으로 하여 
있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요셉에게 말하라”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바라건  네 형제들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라”란 청원과 회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에게 앙갚음질을 했기 때문이다”란 그들이 흘러드는 선과 
진리로부터 돌아서 버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바라건  당신
의 아버지의 하느님의 종들의 죄과를 용서 하소서”란 회개와 교회 
속에 신성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이 그에게 말했을 때 울었다”란 사랑으로부터 수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란 내적인 것 아래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복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보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란 그들은 자신들 마음 로 
처신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마시오”란 내적인 것을 수단으로 
재-창조됨을 의미한다. “내가 하느님을 신하리이까?”란 하느님
이 설비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생각했다”란 따로 떨어져 나간 것들
은 악 밖에는 의도하는 것이 없다를 의미한다.“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위하여 생각하셨다”란 신성은 그것을 선으로 돌려 놓으신다를 
의미한다.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란 이것은 영원
으로부터 질서에 의거 있다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을 살아 있게 
만드시려고”란 이로부터 생명은 진리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 마시오”란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를 의미한다. 
“내기 당신들을 떠받쳐 주리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기들도 기르리이
다”란 그들은 이해함 속에 있는 진리와 의지 속에 있는 선을 수단으로
하여 신성으로부터 내적인 것을 통하여 살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로했다”란 희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에 
말했다”란 신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1:36, 이사야 44:22, 에스겔 18:24, 21:24, 
시편 32:1. 
22,23절.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거주했다”란 내적인 것으로부
터 교회의 기억적 지식들의 생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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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셉은 일백 십 세를 살았다.
23 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의 아들
들의 삼 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그의 무릎에서 태
어났다.

24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방문하
시는 하느님이 너희를 방문할 것이
다, 그리고 너희로 이 토지로부터 그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토지에
로 올라 가게 만드실 것이다.
25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
들에게 맹세하라고 하고, 말하기를, 
방문하시는 하느님이 너희를 방문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뼈를 
여기로부터 올라 가게 만들어라. 
26 그리고 요셉은 죽었고, 일백 십년
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방부처리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에 있는 궤 안에 놓여졌다.,

아버지의 집안”이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의 선을 의미한
다. “그리고 요셉은 일백 십년을 살았다”란 상태와 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삼 를 보았다”란 지성 측면
에 관련하여 교회가 다시 설치됨, 그리고 그것의 파생물을 의미한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역시”이란 의지 측면에 관련하여 
교회가 다시 설치됨, 그리고 그것의 파생물을 의미한다.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란 그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진리의 선과 합쳐
진 선으로부터 였음을 의미한다.
24-26절.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죽는다”란 
교회 속의 내적인 것이 중지된다고 예언함이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하느님이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 토지로부터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토지에로 올라 가게 만드실 것이
다”란 그들은 고 인들이 있었던 교회의 상태에로 올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라고 했다”란 묶음
을 의미한다. “방문하시는 하느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란 교
회의 이런 마지막이 올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뼈를 
여기로부터 올라 가게 만들어라”란 거기에 교회를 표현함이 있을 
것임을, 그러나 내적인 것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본 교회는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란 교회의 내적인 것은 존재함이 중지됨을 
의미한다. “일백 십년의 아들”이란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방부처리했다”란 아직 보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집
트에 있는 궤 안에 놓여졌다”란 교회의 기억적 지식 안에 숨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68,78,79, 출애굽기 3:16, 4:31, 예레미야 
27:22, 29:10, 이사야 10:3, 13:9,11, 예레미야 8:12, 호세아 9:7, 
출애굽기 32:34, 누가복음 19:44, 에스겔 9:1, 이사야 26:14, 예레미
야 5:9, 498, 호세아 4:9.

내적 의미 요약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을 표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취급된 
후,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내적 의미에서 교회를 취급하고 있다. 
즉 천적인 교회가 멸망된 후 영적 교회가 주님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회의 시작과 발전이 내적 의미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을 닫는 끝에서 이 교회 신에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 뿐인 교회 (representative of a church)가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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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1

1 그리고 이들은 야곱과 더불어 
이집트로 온 이스라엘의 아들들
의 이름들이다; 그들이 왔던 사람
과 그의 집이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와
3 잇사갈,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과
4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다.
5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모든 혼들은 칠십 혼들이었
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
다.
6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 
모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뒤
를 이었던 모두가 죽었다.
7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열매 풍성했고, 번성해서, 많이 
불어났다, 그리고 극도로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 토지는 그들로 
꽉 찼다.
8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를 다
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는 
요셉을 몰랐다.
9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불어나 우리보다 많다.
10 오라, 우리는 이에 하여 신
중히 처해서, 혹시 더욱 불어나
고, 전쟁이 있을 경우, 우리의 적

출애굽기
1

내적 의미 해설
1-5절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란 진
리들이 기억적 지식들 안으로 입회한 후를 의미한다. “그들이 왔
던 사람과 그의 집이다”란 진리에 관하여와 선에 관련하여를 의
미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잇사갈,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란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야곱의 허벅지로부터 나온 모든 혼(soul)들”이란 일반적 진리로
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칠십 혼들”이란 가득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란 내부에 있는 천적
인 것이 자연적인 것 안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6,7절. “그리고 요셉은 죽었다”란 지금의 이 경우는 교회의 내적
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의 형제들, 를 
이은 모든 것”이란 세부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있
는 외적인 것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열매 있고 생산적이었다”란 교회의 
진리들이 선에 관련하여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번성해서 극도로 
수가 많아졌다”란 그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에 관련하여 단
하게 증가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토지는 그들로 꽉 찼다”란 
교회가 꽉참에 이르기 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 복음 17:21-24,26.
8-14절 “그리고 이집트에 새 왕이 일어났다”란 교회 속의 진리
들에 반 되어 분리된 기억 속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요셉을 모
르는...”이란 내적인 것과 완전히 멀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란 하위에 있는 기억적 지식
들을 의미한다. “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백성들은 많아져서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다”란 교회의 진리들이 멀어진 기억적 지
식 보다 우세함을 의미한다.
 “오라, 우리는 그것에 신중함을 사용하자”란 교활함을 의미한다.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란 만일 그것이 성
장한다면 널리 행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적에 연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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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스로 연합하여, 우리와 맞서
고, 이 토지로부터 나가 올라갈지 
모른다.
11 그리고 그들은 공물의 왕자를 
그것에 임명하여, 짐을 지워 그것
을 고통받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를 위한 창고인 도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다.
12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고통을 
준 만큼 더 불어났다, 그래서 그
것은 증가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때문에 진저
리를 내었다.
13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
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섬기게 
하되 잔혹하게 다루었다.
14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더욱 비통해지게 하고저 진흙 이
기기나 벽돌 굽는 일 같은 고된 
노동을 추가했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용역에서도 잔인함을 추가
해 섬기도록 해놓았다.

15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 한명의 이름은 십브라이고, 다
른 사람은 브나였다.
16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에게 산파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리고 변통에서 그들
을 볼 때, 만일 그것이 아들이거
든 너희는 그를 죽여라. 그리고 
만일 딸이거든 그녀는 살려 두어

우리와 맞서 싸울런지 모른다”란 악을 야기시킬 그들의 동료들이 
더 힘세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토지로부터 나가 올라
간다”란 이러므로해서 이 교회는 새로이 설립되어질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공물의 왕자를 임명했다”란 섬기기를 강
요할 거짓들을 의미한다. “짐을 지워 그것에 고통을 가하려고”란 
노예 상태를 통해 더 악화시켜감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를 위
해 창고의 성들을 지었다”란 멀어진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
적인 것 안에서 왜곡된 진리들로부터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비돔
과 라암셋”이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고통을 준 만큼 그것은 불어났다”란 진리
들은 침입의 정도에 따라 자랐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증
가되었다”란 그들은 더 튼튼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의 아들들 때문에 진저리를 내었다”란 혐오감이 더 커졌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만
들었다”란 복종시키려 의도함을 의미한다. “잔혹하게”란 무자비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더 비참한 용역을 이용해 더 쓰
라려지게 했다”란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골치 아프게 했음을 의미
한다. “진흙이기기와 벽돌굽기”란 그들이 고안한 악들 때문에, 그
들이 창안한 거짓들 때문에를 의미한다. “들판에서의 모든 용역에
서”란 교회 속의 것들에 직바로 맞서 복종시키려 의도함을 의미
한다. “그들은 모든 용역에 걸처 잔혹한 처사를 더했다”란 무자비
함 때문에 다각도로 복종시키려 의도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7:20, 예레미야 38:22, 나흠 3:14,15, 하박국 
2:6,7, 시편 40:2, 69:2,14,15, 이사야 41:25, 64:8, 예레미야 
18:1-6.
15-21절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에게 말했
다”란 분리된 기억적 지식들로부터 참된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인 것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 중 한명의 이
름은 십브라였고, 또 한명의 이름은 부아였다”란 기억적 지식들이 
있는 자연적인 것의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에게 산파의 직무를 수
행할 때, 그리고 그들을 변통에서 볼 때”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기
억적 지식들 안으로 흘러드는 진리와 선을 식별함을 의미한다. 
“만일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는 그를 죽일 것이다”란 만일 그것이 
진리이다면, 그들은 여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리를 파괴하리
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것이 딸이거든 살려둘 것이다”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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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7 그리고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
외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그
들에게 말한 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 아이들을 살
려두었다.
18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산파들
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
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게 
했느냐?
19 그리고 산파들이 바로에게 말
했다, 히브리여인들은 이집트 여
인들과 같지 않아서 입니다. 그들
은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
에 생산되어 살아있기 때문입니
다. 

20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산파들
을 잘 돌보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 번성해졌고 그 수가 굉장해졌
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여 
갔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
문있는 집으로 만드셨다.

22 그리고 바로는 모든 그의 백
성들에게 명령했다, 말하기를, 너
희는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강에 
내던져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딸
을 살려두어라.

일 그것이 선이다면 그들은 파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했다”란 참된 기억적 지식들은 
신성에 의거 있기에 보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이 그들에게 말한 로 하지 않았다”란 거짓들 안에 있는 그들이 
의도했던 로 행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란 선 속에 있는 진리들은 보존되었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산파들을 불렀다”란 거짓들에 있는 그들
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참된 기억적 지식들을 향해 음모를 꾸밈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어겨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느냐?”란 진리들이 파괴되지 않기에 
있어지는 분노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파들이 바로에게 말했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이런 
참된 기억적 지식들의 식별력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히브리 여
인은 이집트 여인 같지 않아서 입니다”란 교회 속의 기억적 지식
들은 그들에게 반 된 기억적 지식들과 같지 않다를 의미한다. 
“그들은...살아 있다”란 영적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산파가 그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그들은 해산하였다”란 자연적인 
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기 이전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산파들을 잘되게 하셨다”란 자연적인 것은 
신성에 의해 복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불어나서 그 
숫자가 굉장했다”란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이 계속 생산을 해서 증
가 되었다를 의미한다.
 “산파들은 하느님을 계속 경외하여 갔다”란 참된 기억적 지식들
은 신성에 의해 수호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
문있는 집으로 만들었다”란 그들은 천국의 형체 안으로 배치되었
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8:20, 요한복음 1:12, 20:31, 14:13,14, 
15:16, 16:23,24, 14:14, 출애굽기 23:20,21, 요한복음 17:6,26, 
마태복음 10:22, 18:5, 19:29, 21:9, 누가복음 13:35, 마가복음 
9:41, 누가복음 10:17,20, 계시록 3:4,5, 요한복음 10:2,3, 출애굽
기 33:12,17, 요한복음 2:23, 3:18, 이사야 59:19, 미가 4:5, 신
명기 21:5,11,14, 민수기 6:23-27, 마태복음 6:9.
22절. “그리고 바로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란 교회 속
의 진리들에 반 되여 있는 기억적 지식들 안으로 일반적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강에 내던질 
것이다”란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진리들을 거짓들 안에 침
수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딸은 살릴 것이다”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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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레위 가문의 사람이 가서 레위 
집안의 딸을 데려왔다.
2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가 선이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3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하여 골풀로 만든 궤를 
가져 왔다. 그리고 그것에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 그를 눕혔다, 그리고 그를 
강 둑 사초가 무성한 곳에 놓아 
두었다.
4 그리고 그의 누이가 멀찍이 떨
어져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런

은 선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6-8, 예레미야 46:7,8, 에스겔 
29:3-5,9,10, 31:15, 아모스 8:8,9, 9:5.

내적 의미 요약
  이 첫 장이 내적의미에서 다루는 주제는 갱신된 교회의 상태, 
즉 선이 첫 부분에서 행동하고, 믿음으로부터의 진리가 번성함으
로 해서 열매를 만들 때이다.
  이후 자연적인 것에 있는 거짓들과 악들이 위 진리들에 떼지어 
몰려듬이 다루어지고, 이런 침입이 있어도 선이 진리들을 수단으
로 열매 맺음은 아직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의 끝에 
이르기까지 이런 침입은 시리즈 형식을 갖추어 계속되고 더욱 증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선으로부터 진리에 한 확증과 
이식됨도 있다.

2
내적 의미 해설

1-4절. “레위 가문의 사람이 갔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근원을 의미한다. “레위 집안의 딸을 데려왔다”란 선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하였다”란 출현(the rising)의 첫 번째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란 근원 측면에서 있는 신성으
로부터의 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가 선이었음을 보
았다”란 이것은 천국을 통하여 있었다는 것을 예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시간이 다찼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었다”란 눈에 보여져
야 하는 때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하여 골풀 
로 만든 궤를 가져 왔다”란 주변에 가치가 낮은 것 속에 있는 것, 
그럼에도 진리로부터 파생된 것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 역청과 송진을 발랐다”란 선이 거짓들과 악들과 혼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 그를 눕혔다”란  아주 
깊은 그 안에 근원이 신성으로부터 인 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강 둑 사초가 무성한 곳에 놓아 두었다”란 처음에 
그것은 왜곡된 기억적 지식들 사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런
지를 알려고 서있었다”란 그것으로부터 한참 멀리 있는 교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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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려고 서있었다.

5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강에서 씻
기 위해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소녀들이 강 이쪽에서 가고 있었
다. 그리고 그녀는 사초 한가운데 
있는 상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
의 하녀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
6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아이였다. 
그리고 보라 이 소년은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측은히 여기
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는 히브
리족의 아이 중의 하나이다.
7 그리고 그의 누이는 바로의 딸
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으로부터 유모인 여인을 불
러, 그녀가 당신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할까요?
8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가라. 그리고 그 소녀는 
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를 불
렀다.
9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너에게로 데려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에
게 젖을 물리라, 그리고 나는 너
에게 네 삯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젖을 물렸다.

10 그리고 아이는 자랐다, 그리
고 그녀는 그를 바로의 딸에게 

의 진리, 그리고 용의 주도함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8:1,2, 35:7, 요한복음 1:1,14, 이사야 
34:8,9.
5-9절 “그리고 바로의 딸이...내려왔다”란 거기에 있는  광신적인 
신앙을 의미한다. “강에서 씼기 위해”란 거짓으로부터의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소녀들이 강 이쪽에서 가고 있었다”란 
거짓으로부터 있었던 광신적 신앙의 성직 임무 수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사초 한가운데 있는 상자를 보았다”란 왜곡된 기
억적 지식의 더 수준 낮은 가치 속에 있었던 진리를 지각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하녀를 보냈다”란 봉사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을 가져왔다”란 호기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아이였다”
란 그것의 품질을 조사함, 그리고 그것이 신성으로부터 있었음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이 소년은 울었다”란 슬픔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측은히 여기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권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는 히브리족의 아이 중의 하
나이다”란 그것은 교회 자체 속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말했다”란 광신적 신앙 근처
에 있는 교회 속의 진리를 의미한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으로
부터 유모인 여인을 당신에게 불러 올까요?”란 선이 교회 자체를 
수단으로 그 안에 은근히 존재하게 되었음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가라”란 거기 있는 광신
적 신앙의 동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소녀는 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란교회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
리, 그것이 교회 속의 것들과 인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란 거기 있는 광신적 신앙
의 동의를 의미한다. “이 아이를 너에게로 데려가거라”란 그것은 
그것 자체에 연합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물리라”란 그것은 광신적 신앙에 어울리는 선을 그
것 안으로 은근히 심어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 삯을 줄 것이다”란 보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
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젖을 물렸다”란 선이 교회를 수단으로 그
것 안으로 은근히 심어질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6:11,19,24, 이사야 49:22,23, 60:4, 시
편 68:24,25, 신명기 33:19, 이사야 60:15,16, 66:11,12, 예레미
야 애가 4:3,4.
10절 “그리고 아이는 자랐다”란 선으로부터 증가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왔다”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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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아
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그를 물로부터 건졌
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간이 흘
러 갔다, 그리고 모세는 성장했
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로 갔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집
트 사람이 그의 형제들 중의 하
나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12 그리고 그는 이쪽 저쪽을 쳐
다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사람을 처죽였다, 그리고 그를 모
래 안에 감추었다.
13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날 밖에 
나갔다, 그리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은 네 동료를 때리는가? 
14 그리고 그는 말했다, 누가 너
를 사람을 위한 왕자로 앉히고 
우리를 재판하는가? 당신이 이집
트인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겠
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모세는 
두려웠다, 그리고 말했다, 정녕 
이 말은 알려졌다.

적 지식에 관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아들이 되
었다”란 이로부터 그것은 첫 진리들을 가졌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란 그런다음 상태의 품
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그를 물로부터 건졌기 때
문이다”란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34, 15:25, 마태복음 5:18, 7:12, 22:40, 
누가복음 16:16, 마태복음 11:13, 신명기 31:24-26, 28:58,61, 
시편 1:2, 누가복음 16:29,31, 24:27, 24:44, 요한복음 1:45, 다
니엘 9:11,13, 여호수아 8:32, 요한복음 7:19,22,23, 마가복음 
7:10, 10:3,4, 누가복음 2:22-24, 39, 출애굽기 19:9, 34:28, 말
라기 4:4,5.
11-14절. “그리고 이런 날들로부터 시간이 흘러 갔다, 그리고 모
세는 성장했다”란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억적 지식들의 증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로 갔다”란 교회 속의 진리들과의 결합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보았다”란그들이 거짓들에 감
염되어 있었음을 눈치채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란 소외된 기억적 지
식이 교회 속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의 형제 중의 하나”란 그가 결합되어져 있었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쪽 저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
을 보았다”란그는 안전한에 있는지 여부에 관해 예견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사람을 처죽였다”란그는 소외된 기억적 
지식을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모래 안에 감추었다”
란 그는 그것을 거짓들이 있는 곳에로 옮겼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날 밖에 나갔다”란 교회와 다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란 교
회 내부에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음에 주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은 네 동료를 
때리는가?”란 이쪽이 저쪽의  믿음을 파괴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따른 견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누가 너를 사람을 위한 왕자로 앉히고 우
리를 재판하는가?”란 그는 교회 내부에 차이점을 정착시킬 수 있
는 정도로 발전된 것은 아직은 멀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신
이...나를 죽이겠다고 말하는가?”란 당신은 내 믿음을 파괴할 것임
을 의미한다. “...당신이 이집트인을 죽이듯이”란 당신이 거짓을 
파괴하듯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웠다, 그리고 말했다, 
정녕 이 말은 알려졌다”란 그는 소외된 기억적 지식 사이에 있다,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 진리안에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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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바로는 이 말을 들었
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으로부터 도망했다, 그리고 미
디안의 토지에서 머물었다, 그리
고 그는 우물 근처에서 거주했다.

16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은 일
곱 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왔고, 물을 길었다, 그리
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마시우기 
위해 구유통에 채웠다.

17 그리고 목자들이 왔다, 그리
고 그들을 내쫒았다. 그리고 모세
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
다. 그리고 그는 그녀들의 양떼가 
마시게 했다.
18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
지 르우엘에게 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오늘 성
급히 왔느냐?
19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집
트인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
리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로 마시게 했습니다.
20 그리고 그는 그의 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느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2, 41:6, 예레미야 9:4, 신명기 17:15, 2:8, 
마태복음 23:8, 12:49,50, 25:40, 신명기 33:18,19, 예레미야 
12:3,4, 스가랴 11:4,5, 에스겔 13:19, 이사야 10:3,4, 14:19,20, 
요한복음 10:10, 마가복음 13:12, 민수기 19:16, 신명기 
21:1-10.
15-19절. “그리고 바로는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다”란 왜곡된 기억적 지식, 이를 주목하고, 신성
으로부터의 법 속에 있는 진리를 기어이 파괴하려듬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으로부터 도망했다”란 그것은 거짓들로부
터 분리되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디안의 토지에서 
머물었다”란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 안에
서 생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우물 근처에서 거주했다”란 
거기에서 말씀 안에서 공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은 일곱 딸을 데리고 있었다”란 이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물을 길었다”
란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 훈육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구유통에 물을 채웠다”란 이런 훈육으로부터 그들은 선행
에 관한 교리를 넉넉히 지니고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아버
지의 양떼에게 마시우기 위해...”란 선 안에 있는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훈육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목자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을 내쫒았다”란 악들에 있는 
선생들은 자신들을 립 관계에 놓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
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 속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도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
들의 양떼가 마시게 했다”란 이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은 가르
쳐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갔다”란 이 교회 속
의 선 자체와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오늘 성급히 왔느냐?”란 지금 결합은 확실히 있었음을 지
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란 교회 속에 있는 참된 기억적 지식은 악으로부
터 있는 거짓의 교리의 힘을 제압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란 그는 말씀으로부터 가르
쳤음을 의미한다. “양떼로 마시게 했습니다”란 거기 교회 속에 있
었던 이들을 의미한다.
20-22절. “그는 그의 딸들에게 말했다”란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
에 관한 생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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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왜 너희는 그를 남겨 놓고 
왔느냐? 그가 우리와 빵을 먹도
록 그를 불러러.
21 그리고 모세는 이 사람과 함
께 기꺼이 함께 살기로 했다. 그
리고 그는 모세에게 그의 딸 십
보라를 주었다.
22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
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게
르솜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나는 
외국인의 토지에 체류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아주 많은 날들이 지
나 이집트의 왕은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노예 신세 
때문에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소리쳐 울었다, 그리고 노예신
세 때문에 야기된 그들의 외침이 
하느님에게러 올라 왔다.
24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하느
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
하셨다.
25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
엘의 아들들을 보셨다, 그리고 하
느님께서는 지식(knowledge)을 
받아들이셨다.

는 이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란 이 진리 없이 어떻게 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와 결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를 불러오라”
란 그것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가 우리와 빵
을 먹도록...”이란 선 안에서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기꺼이 이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다”란 그
들은 서로 일치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주었다”란 그는 그의 교회 속의 선을 그것에 
인접되게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란 거기서부터 있는 진리들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다”란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는 외국의 토지에서 체류자가 되
었다 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란 그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닌 
교회에 있는 진리들로 훈육되어졌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16,17,26, 15:26, 16:13-15.
23-25절. “그리고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났다”란 상태에서 많은 변
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왕은 죽었다”란 이전의 거짓
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노예 신세 
때문에 탄식하였다”란 교회 속의 진리를 복종시키려 드는 시도 
때문에 야기되는 슬픔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쳐 울었
다”란 탄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예신세 때문에 야기된 그들의 
외침이 하느님에게로 올라 왔다”란 그들의 소리가 들려졌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셨다”란 원조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
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란주님의 신성한 인성을 통하여 교
회와 겨합하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셨다”란 그분께서
는 교회에 믿음을 부여하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식을 받아들이셨다”란 그분께서는 선행을 수여하셨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16:22, 이사야ㅑ 42:6, 
49:8, 55:3,4, 사무엘하 23:5, 신명기 4:13,23, 열왕기상 8:21, 계
시록 11:19, 출애굽기 34:27, 24:7,8, 열왕기하 23:2,3,21, 예레
미야 31:31-33, 32:40, 에스겔 37:26,27, 16:8, 시편 89:3, 
25:10, 이사야 54:10, 신명기 7:9,12, 출애굽기 19:5, 레위기 
26:9, 출애굽기 24:7,8, 스가랴 9:11, 요한복음 10:14,27, 마태복
음 25:11,12, 누가복음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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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
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광야 
뒤쪽으로 양떼를 인도했다, 그리
고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왔다.

2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 
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불꽃 안
에서 그에 의하여 보여졌다. 그리
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떨
기 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다, 그
리고 떨기 나무는 결코 살라지지 
아니하였다.
3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그러므
로 나는 그 곁으로 가서, 왜 떨기 
나무가 살라지지 않는지, 이 단
한 광경을 보리라.

4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보
기 위해 이쪽으로 간 것을 보셨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 이다. 즉 교회속의 사람과 더불어 이것의 시
작과 계속적인 상태들이다.
  최고 높은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주님에 관련된 것, 즉 어떻
게 인간에 관련된 그분이 신선으로부터의 법이 되었나이다. 모세
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the law Divine) 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
현한다. 이 법은 말씀 (Word)이다.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 그는 
교회속의 사람과 더불은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표현한다.

3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먹이고 있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단순한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사장"이란 
이와같은 것이 있는 교회의 선이다. "그리고 그는 광야 뒤쪽으로 
양떼를 인도했다"란 그들이 시험들을 거친 후를 의미한다. "그리
고 하느님의 산으로 왔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사랑의 선이 그에게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호렙으로"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그에 의하여 보여졌다"란 신성한 인간
에 관련된 주님을 의미한다. "떨기 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란 기억적 지식의 진리 안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떨기 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다"란 기억적 지식 속의 진리가 신성으로부터의 사랑으
로 충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떨기 나무는 결코 살라지
지 아니하였다"란 신성한 진리가 자연적인 것 안에서 신성한 선
과 하나가 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곁으로 가서, 이 단한 광경을 보
리라"란 이 계시를 되새겨 봄을 의미한다. "왜 떨기 나무가 살라
지지 않는지"란 이러하게 하나됨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3,26,27, 다니엘 7:9,10, 계시록 19:12, 
1:13,14, 시편 29:7, 레위기 6:12,13, 이사야 47:14, 에스겔 
20:47, 누가복음 16:24.
4-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보기 위해 이쪽으로 간 것을 
보셨다"란 주님으로부터 곰곰이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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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떨기 나
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렀
다, 그리고 말하셨다, 모세야, 모
세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를 
보시고 있나이다.
5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이쪽
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로
부터 네 신을 벗으라, 그 이유는 
네가 서있는 그 장소는 거룩함의 
지면이기 때문이다.
6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너희 선조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느님을 뵙는 것이 두려웠기 때
문이다.

7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공사 감독자 앞에서 
있은 그들의 외침을 들었었다. 그 
이유가 나는 그들의 슬픔들을 알
고 있었기 때문이다.
8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의 손으
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려고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토지로부터 좋고 넓은 토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로, 가나안
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아모리
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고 히
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이 있는 장
소로 올라가게 만들기로 했다.

님께서는...그를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
다. "떨기 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란 기억적 지식의 진리들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는 말
했다, 나를 보시고 있나이다"란 내적인 권고, 그리고 들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란 그가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신성을 생각함은 아직은 절 로 안됨을 의
미한다. "네 발로부터 네 신을 벗으라"란 감각적인 것들, 자연적
인 것의 외부들에 있는 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이유는 네가 서있는 그 장소는 거룩함의 지면이기 때
문이다"란 이와 달리해서는 신성이 들어 갈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너희 선조의 하느님"이란 고  
교회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
느님이다"란 신성 자체, 그리고 신성한 인간, 그런고로 주님을 의
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얼굴을 덮었다"란 내면의 것들은 보
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는 하느님을 뵙는 것이 두려
웠기 때문이다"란 그들이 신성 자체의 현존하심으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사기 6:22,23, 13:22, 출애굽기 33:20, 계시록 
6:16, 누가복음 23:30, 호세아 10:8, 요한복음 1:18, 5:37.
7,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다"란 거짓들에 감염된 후 영적 교회 속
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자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공사 
감독자 앞에서 있은 그들의 외침을 들었었다"란 (왜곡된 기억적 
지식을) 섬기라고 강요한 이들에 맞서 자비로부터의 원조가 있음
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는 그들의 슬픔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
이다란 그들이 거짓들 속에 얼마나 침몰할 것인지에 관하여 예견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려고 내
려가기로 했다"란 그분은 교회 속의 진리들을 파괴하려 고심하는 
왜곡된 기억적 지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려면 그
분 자신이 내려 올 수밖에 없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 토지로부터 올라 오게 만들기 위해..."란 그들은 승강되어야만 
할 것을 의미한다. "좋고 넓은 토지로"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
음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곳, 천국으로를 의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이란 거기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한다. "가나안족, 
그리고 헷족의 장소로"란 거짓들로부터 있는 악에 의해 점령된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모리족, 그리고 브리스족의 장소로"
란 악들과 이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에 의해 점령된 영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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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
들의 외침이 나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이 그들을 
짓누르는 핍박을 보았었다.
10 그리고 지금 가라, 그리고 나
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오거라.

11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에게 말
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
트로부터 데려옵니까?

12 그리고 그분은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시
이리라. 네가 이집트로부터 백성
을 데려 올 때, 너는 이 산 근처
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에게 말
했다, 보라, 제가 이스라엘의 아
들들에게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느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들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
의 이름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14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나는 있는 나이다. 그

미한다. "그리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장소로"란 선과 진리
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우상 숭배에 의해 점령된 영역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2-4, 스가랴 9:8, 이사야 49:8,9, 스가랴 
9:11, 이사야 24:22, 61:1, 9:2.
9-12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외침이 나에게 오고 
있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김을 의미한다. "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이 그들을 짓누르는 핍박을 보았었다"란 거
짓들 안에 있는 이들을 수단으로 복종시키려 고심하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가라, 그리고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란 
주님의 인성으로부터의 거룩한 진행, 이를 수단으로 감염시키는 
거짓들이 흩트러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오거라"란 그런 결과 감염
시키는 거짓들로부터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과 
부끄러워함을 의미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란 
전염병 같은 거짓들을 가서 제거하기에는 자신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려옵니까?"란 또한 영적 교회 속의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란 신성
(Divine)이 인간(Human) 안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
은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시이리라"란 신성이 그분 자체로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앎을 의미한다. "네가 이집트로부터 백성을 데
려 올 때"란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거짓들로부터 자
유로워질 때를 의미한다. "너는 이 산 근처에서 하느님을 예배하
리라"란 사랑으로부터 신성을 지각하고 인정함을 의미한다.
13-15절.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보라, 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가서"란 영
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느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란 고  
교회 속의 신성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란 그분의 품질을 의미한다. "무엇이라고 나는 그들에
게 말할 것입니까?"란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첫 번째 가르침을 의
미한다. "나는 있는 나이다, I AM WHO I AM"란 우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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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
할 것이다, 있는 나께서 나를 너
희에게 보냈다.
15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더 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
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네 조상의 하느님, 아브
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
게 보냈다. 이것은 영원히 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은  손
손에게 나의 기념물이다.

16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소집하
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
희 조상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
를 보아 왔고, 아브라함, 이삭, 야
곱의 하느님이 말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방문했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행해졌던 
것들을 보았었다.
17 그리고 나는 말한다, 나는 너
희를 이집트에서의 고뇌로부터 
가나안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아모리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
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토
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18 그리고 그들은 네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안으로 
가서,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의 왕에게 갈 것이다. 그리
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히

모든 것들 속의 있음(Being)과 나옴(Coming-forth)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다"란 두 번째 가르침을 의미한다. "있는 나 (I AM) 께
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란 신성한 나옴이 이 교회 속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더 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
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다"란 세 번째 가르침을 의미한다. "
너희의 조상의 하느님 여호와"란 고  교회 속의 신성을 의미한
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란 신성 
자체, 그리고 신성한 인간, 그러므로 주님을 의미한다. "...나를 너
희에게 보냈다"란 그분께서는 그들의 교회 안에 계실 것임을 의
미한다. "이것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란 신성한 인간은 신성 자
체로부터 그 품질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손손
에게 나의 기념물이다"란 이것은 영구히 예배되어져야만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 복음 12:28, 이사야 42:6-8, 출애굽기 
23:20,21, 마태복음 6:9 (Our Father in the heavens; hallowed 
be Thy Name), 호세아 12:5,6, 시편 30:4, 97:12.
16-20절.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소집하라"란 영적 교회에 있는 
총명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란 가르침을 의
미한다. "너희 조상의 하느님 여호와"란 고  교회 속의 신성을 
의미한다. "나를 보아 왔다"란 그분의 현존을 의미한다. "아브라
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란 신성 자체, 그리고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말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방문했었다"란 이 교
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그분의 오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는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행해졌던 것"이란 (왜곡된 기억적 지식
이 영적 교회 사람을) 복종시키려 고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의 고뇌로부터 올
라가게 만들 것이다"란 왜곡된 기억적 지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지
고 끌어 올림을 의미한다. "가나안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아모리
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토지로"
란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점령된 천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로"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네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란 순종을 의미한다. "
그리고 너는 안으로 가되,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집트의 왕
에게 갈 것이다"란 거짓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거짓을 감염시키
는 이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란  유입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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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셨다. 그리고 지금 우
리로 삼일 동안 광야로 가서, 우
리가 여호와 우리의 하느님께 희
생제를 지내게 허락하라.
19 그리고 나는 그들을 강한 손
을 수단으로 않으면 너희를 가도
록 허용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 그리고 나는 내 손을 내  것
이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내가 행할 모든 나의 경이로운 
일들로 이집트인을 칠 것이다. 그
리고 그 후에 그는 너를 떠나게 
할 것이다.
21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의 눈
에서 이 백성에게 성의를 보이도
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해
서 너희는 갈 때, 빈 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22 그리고 모든 여인은 그녀의 
이웃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 체류
하는 여자들에게 은 그릇, 금 그
릇, 그리고 의복들을 요구할 것이
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들,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입
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집트
를 망쳐 놓을 것이다.

만나셨다"란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삼일 동안 광야로 가게 하라"란 
비록 희미하다해도, 거짓들로부터 옮겨져 다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의 진리로부터의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하느님
께 희생제를 지내도록..."이란 그러므로해서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란 예견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왕이 너
로 가라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거짓은 그 자체 반 할 
것을 의미한다. "강한 손을 수단으로 않으면..."이란 영적 교회 속
에 있는 이들의 힘은 그들에 맞서 우세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손을 내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힘을 의
미한다. "모든 나의 경이로운 일들로 이집트인을 칠 것이다"란 거
짓들을 맞서는데 있어 신성한 힘을 수단으로 함을 의미한다. "내
가 그들 한가운데에서 행할..."이란 그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너를 떠나게 할 것이다"란 그
들의 존재는 몰아내지고 자유함이 있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3, 창세기 50:24, 
21,22절.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이 백성에게 성의를 
보이도록 할 것이다"란 재앙들 때문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앞에서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이 두려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너희는 갈 때, 빈 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란 자연적 
마음에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여인은 그녀의 이웃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 체류하
는 여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다"란 모든 사람 각각의 선은 이와같
은 도움으로 넉넉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은 그릇"이란 진리에 
관한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금 그릇"은 선에 관한 기억적 지
식을 의미한다. "의복들"이란 거기에 부응하는 보다 수준 낮은 기
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입힐 
것이다"란 그것들을 그들의 진리들에 응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에게..."란 그것들을 선들에 응용함을 의미한다. "너희
는 이집트를 망쳐 놓을 것이다"란 이와 같은 것들은 거짓과 그로
부터 파생된 악들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하 8:10-12, 이사야 23:18.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제 1장이 다룬 주제는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거짓들과 악들에 감염되는 것이었다. 제 2장은 그들과 더불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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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그리고 모세는 답했다, 그리
고 말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여호와가 너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
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
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지팡
이입니다.
3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그것
을 땅에 던져라. 그리고 그는 그
것을 땅에 던졌다, 그리고 그것은 
뱀이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 
앞에서 달아났다.
4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네 손을 내 어라, 그
리고 그것의 꼬리를 잡거라. 그리
고 그는 그의 손을 내 었다, 그
리고 그것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것은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
다.
5 이는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
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너를 보
았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시작들과 그것의 계속적인 상태들이었다. 제 
3장은 그들의 자유이다. 우선 그들은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
이 누구인지에 관해,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이 가르쳐진다. 그리
고 그분은 그들이 겹겹의 진리와 선을 수여 받아 간 후에 그들을 
천국 안으로 받아 들이신다는 것이 가르쳐지고 있다.

4
내적 의미 해설

1-4절. "그리고 모세는 답했다, 그리고 말했다"란 신성으로부
터 있는 법으로부터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나
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것, 그
리고 받으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
은 여호와가 너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란 
그분의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란 만일 그들이 믿음을 가
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되어지게 될 것에 관하여 예견함을 의미한
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지팡이입
니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란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의 권능이 감각적인 것 안으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
그것은 뱀이 되었다"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은 그것에 의해
서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
것 앞에서 달아났다"란 감각적인 것이 분리됨에 있어지는 소름끼
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 섭리하
심을 의미한다. "네 손을 내 어라, 그리고 그것의 꼬리를 잡거라
"란 내면적인 것들을 향하여 추켜듬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의 손
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란 그다음 권능은 신성으로부터 소통되어
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9:10, 9:19, 12:4, 12:9, 이사야 9:14,15, 
19:15, 신명기 28:13, 28:43,44, 이사야 7:4, 
5-7절. "여호와가 너를 보았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
다"란 그들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련하여 믿음을 가질런지도 
모름을 의미한다. "그들의 조상의 하느님"이란 그것은 고  교회 
속의 신성이었다를 의미한다."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란 신성 자체와 신성한 인간에 관련한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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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 
말하셨다, 지금 네 손을 네 가슴
으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는 그
의 손을 그의 가슴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었다, 그리고 
보라 그의 손은 눈 같이 문둥병
이 있었다.
7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네 손
을 네 가슴으로 도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그의 가슴으로부
터 내 었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그의 살로 다시 바뀌어 있었다.

8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이전의 표징
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들은 
이후의 표징의 목소리는 믿을 것
이다.

9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 목소리
를 듣지 않으면, 너는 강물을 가
져다가 마른 토지에 부어라, 네가 
강으로부터 가져 온 물은 마른 
토지에서 피가 될 것이다.

10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
다, 저로 말하자면, 나의 주여, 저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 말하셨다"란 만일 영적 교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품질이 무엇일지에 관해 
예견함을 의미한다. "네 손을 네 가슴으로 가져오너라"란 진리를 
제 것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손을 그의 가슴으로 가져왔
다"란 성취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었다"란 그것이 거
기서부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의 손은 눈 같이 문
둥병이 있었다"란 진리를 모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란 만일 영적 교회의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품질이 무엇일지에 관련하여 있는 섭리를 의미
한다. "네 손을 네 가슴으로 도로 가져오너라"란 성취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가슴으로부터 내 었다"란 그것이 거기
서부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그것은 그의 살로 다시 
바뀌어 있었다"란 그 다음 그것은 선이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7:5, 시편 35:13, 89:50, 이사야 40:11, 누가
복음 6:38, 16:22, 요한복음 13:23,25, 1:18, 이사야 14:6,7, 예
레미야 32:18, 시편 79:12, 레위기 13:12-14.
8,9절.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한다면"이란 만일 그
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전의 표징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란 만일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공표되는 것
에 순종 않는다면 영적이고 합리적 인간 신 그들은 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인간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후의 표징의 목소리는 믿을 것이다"란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예
고해왔던 것에서는 믿음을 가지리라는 것, 즉 그들은 진리의 모독
자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들을 믿지 않는다면"이란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과 같은 것들은 닥치고야 
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이란 만일 그
들이 순종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을 의미한다. "너는 강물을 
가져와라"란 왜곡된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마른 것 (토지)
에 부어라"란 자연적인 것 안에 끼워 넣음을 의미한다. "네가 강
으로부터 가져 온 물"이란 상태가 거꾸로 됨을 의미한다. "그들은 
마른 것 (토지)에서 피가 될 것이다"란 모든 진리가 거짓화됨, 그
리고 그 결과 자연적인 것 안에는 진리의 결핍이 있게 됨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나흠 3:2, 시편 93:3,4, 29:4,5,7-9, 68:33, 나흠 
3:1-4.
10-12절.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지
각을 의미한다.  "저로 말하자면, 나의 주여"란 확실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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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제로부터도, 어제 앞의 날로
부터도,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
하는 지금으로부터 조차도 말들
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저는 입이 무겁고, 그리고 저는 
혀가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
다.
11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
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
느냐? 혹은 누가 그를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보게 하고, 소경되게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그리고 지금 가라, 그리고 나
는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나는 네가 말할 것을 너에
게 가르치리라.

13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저로 말
하자면, 나의 주여, 부디 당신께
서는 보내도 될성 싶은 자를 보
내소서.
14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가 모세
를 향하여 지펴졌다. 그리고 그분
은 말하셨다, 거기에는 레위족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
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리고 또한 그가 너를 만나
려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
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15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
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말을 놓
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입과 

한다. 저는 말들의 사람이 아닙니다"란 그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
다를 의미한다. "어제로부터 조차도, 어제 앞의 날로부터 조차도"
란 영원으로부터가 아니다를 의미한다.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
하는 지금으로부터 조차도"란 인간(the Human)으로 흐르는 신성
(the Divine)과 더불은 영원으로부터도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저는 입이 무겁고, 그리고 저는 혀가 무거운 사람이기 때
문입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목소리와 말은 들려지지 않고, 또는 
지각되지도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한 유입을 의미한
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란 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또은 누가 그를 벙어리로 마들었느냐?"란 말하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은 귀머거리로...?"란 지각이 없음, 그 결과 순종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는 보게 하고, 소경되게...?"란 지식을 수단으
로해서 있는 믿음, 지식들의 결핍을 통하여 있는 믿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란 이런 것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생명이 유입된 덕택에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가라"란 신성으로부터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말할 것을 너
에게 가르치리라"란 신성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각각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여호수아 4:18, 사무엘하 5:2, 시편 90:4, 이사야 
35:5,6, 마태복음 9:32,33, 7:22, 이사야 35:5, 42:18, 29:18, 
43:8, 요한복음 7:39, 16:13,14.
13-17절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저로 말하자면, 나의 주여"란 단
호히 주장함을 의미한다. “부디 당신께서는 보내도 될성 싶은 자
를 보내소서”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는 간
접적으로 발음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가 모세를 향하여 지펴졌다”란 관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거기에는 레위족 네 형 아론
이 있지 않느냐?”란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나는 그
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란 설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고 있다”란 영접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너를 볼 것이다”란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란 사랑으로부터의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란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말을 놓을 것이다”란 그가 발음하는 것은 신성한 인간
으로부터 진행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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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과도, 그리고 네가 할 것을 너
에게 가르치리라.

16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백
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입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리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이 될 
것이다.
17 그리고 너는 네 손에 이 지팡
이를 잡고, 이것 가지고 너는 표
징들을 행할 것이다.

18 그리고 모세는 갔다,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 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부디 나로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
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볼 것
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
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19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 이유는 네 
혼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20 그리고 모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챙겼다, 그리고 그
들을 나귀 위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토지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에 하느님
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을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신성 자체로부터의 신성
한 인간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입과
도”란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과 더불어를 의미
한다. “그리고 네가 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란 그러므로해서 
신성은 행하여질 각각 안에, 모든 것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란 그는 영적 교
회에게 교리일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입이 되어 
줄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진행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이 될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손에 이 지팡이를 잡고...”란 그 안에 있는 신성
한 권능을 의미한다. “이것 가지고 너는 표징들을 행할 것이다"란 
그 결과 진리의 계발과 확증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9:2, 30:27, 54:8, 예레미야 21:5,12, 33:5, 
스바냐 3:8, 시편 78:49, 마태복음 3:7, 요한복음 3:36, 누가복음 
21:23, 요한복음 1:1,2,
18-20절. “그리고 모세는 갔다, 그리고 돌아 왔다”란 이전의 생
활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란 단순한 선 안
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부디 나로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란 자연적인 것 안에서 더 
내면적인 것으로, 더 영적인 생활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볼 것입니다”란 이 생활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
라”란 동의함과 경건히 소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이 상
태에서 신성으로부터의 확증과 계발을 의미한다.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네 혼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란 진리와 선 
속의 생명을 파괴하려 부심하는 거짓들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아내를 챙겼다”란 선이 인접했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란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나귀 위에 태웠다”란 새로운 총명에 이바지할 진
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토지로 돌아갔다”란 자연
적인 마음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에 하느님
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란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0:28, 16:26, 누가복음 9:56, 에스겔 
13:19.
21-2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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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셨다,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
면, 내가 네 손에 놓는 모든 경이
로운 것들을 보리라,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서 그것들을 행하라. 그
리고 나는 그의 심정을 딱딱해지
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
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22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하
셨다, 나의 아들, 나의 장자는 이
스라엘이다.
23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아들을 내보내서, 그가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만일 네가 
그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보라 나
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
다. 

24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여관
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25 그리고 십보라가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포
피를 잘랐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에 접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피
들의 신랑이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그분은 그로부터 중지
하셨다. 그런다음 그녀는 말했다, 
할례에 관련된 피들의 신랑.

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네가 이집트로 돌아 가면”이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 “내가 네 손에 놓는 모든 경
이로운 것들을 보리라”란 그다음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힘의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서 그것들을 행하라”
란 감염시키는 거짓에 맞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심정
을 딱딱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
이다”란 강퍅함, 그러므로 해서 아직은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
다.
 “그리고 너는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란 권고함을 의미한다. “이
렇게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나의 아
들, 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다”란 영적 진리와 선 속에 있는 그들
은 양자로 삼아져 왔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란 명령함을 의미한다. “내 아들을 
내보내라”란 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이 감염됨으로부터 격리되
어야한다를 의미한다. “그가 나를 섬기도록”이란 천국에서 사용되
기 위하여 거기로부터 승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
를 내보내주지 않으면”란 마지막 까지 조차 걍팍함을 의미한다. 
“보라 나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란 선행 없는 믿음은 
소멸됨,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있는 진리는 황폐해짐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0:16.
24-26절. “그리고 길을 가는 중에, 여관에서”란 야곱의 후손은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란 반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란 표현적인 교회 (a representative church) 는 이 후손들과 더
불어서는 설립되어 질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십보라가 돌을 집어 들었다”란 진리를 수단으로 하는 표현 교회 
(the representative church)가 보여준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란 더러운 사랑들을 제거함, 그럼으
로 해서 내적인 것이 드러나 놓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의 발에 접촉하게 만들었다”란 그런 다음 자연적인 것의 품질이 
보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피
들의 신랑이기 때문이다”란 그것은 진리와 선에 해 모든 폭력
과 적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로부터 중지하셨다”란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다음 그녀는 말했다, 할례에 관련
된 피들의 신랑”이란 비록 내적인 것이 진리와 선에 해 폭력과 
적개심으로 꽉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할례는 더러운 사랑들로부터 
깨끗해짐을 표현하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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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라.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를 하느님의 산에서 만났다, 그
리고 그에게 키쓰했다.

28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
와의 모든 말들을 말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그분이 자기를 보내
신 것,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모든 표징들도 말해 주
었다.
29 그리고 모세는 갔다, 그리고 
아론도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소집했다.
30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말했
다, 그리고 백성의 눈 앞에서 표
징들을 실시했다.
31 그리고 백성들은 믿었다. 그
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
엘의 아들들을 방문하셨다는 것
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고뇌를 보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
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부렸다, 
그리고 스스로 경배했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3:25-28, 신명기 32:20,26-28, 32-35, 
요한복음 8:44.
27-3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하셨다”란 교리 속의 
진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모
세를 만나러 가라”란 그것은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와 
결합되어질 것을 의미한다. “광야로”란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결합
이 있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를 하
느님의 산에서 만났다”란 거기 안에 있는 사랑의 선 안에서 결합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키쓰했다”란 결합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들을 말해 주었다”란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가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진리 안으로 유입됨, 그리고 교리의 세부 사항에 가르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것”이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모든 표징들”
이란 계발 그리고 이로부터 동시에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갔다, 그리고 아론도”란 둘의 결합으로부터의 삶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소집했다”
란 영적 교회에 속하는 지혜의 주요 사항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말했
다”란 그 때에 신성으로부터 있는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
의 눈 앞에서 표징들을 실시했다”란 납득하여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란 믿음과 희망
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방문하셨다”란 영
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되고 자유해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고뇌를 보셨다는 것”이란 
시험들 이후 아주 위 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부렸다, 그리고 스스로 경배했다”란 부끄러워함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자유에 관련되는 
사항이 이 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첫째로, 그들의 상태가 묘사된
다, 즉 , 만일 그들이 희망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짓들과 
악들, 그리고 모독함으로부터 있어지는 것들이 그들을 질질 끌어
내린다는 것: 이것들이 세 표징에서 의미되었다.
  이후에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취급되는바, 진리는 그것에 어울리
는 선에 인접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해서 선은 자유로워질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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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
하셨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열게 하라.

2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 여호와
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를 듣고 이스라엘을 가게 하느
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
고 또한 나는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3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인들의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셨
다. 우리에게 광야 안으로 삼일 
길을 가라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올
리라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염병
으로 치시든가, 아니면 칼로 치시
든가 하지 않도록 해서이요.
4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
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는 
어찌하여 백성들을 그들의 일로

가졌고, 희밍과 믿음을 은근히 심어진다는 것이다. 모세는 선에 
관한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아론은 진리에 관한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취급된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교회를 표
현만 할 뿐, 이 교회가 그들 사이에 설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
가 그들은 내적인 것 없는 오로지 외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의 발이 
피로 얼룩져짐에서 의미되었다. 

5
내적 의미 해설

1-4절.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갔다”란 신성한 법과 그
로부터 파생된 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했다”란 교
회 속의 진리들에 항하는 이들에게 그로부터 권면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란 이것
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이였다를 의미한다.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란 그들은 기생하려 드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을 의
미한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열게 하라”란  그들은 
자기들이 지닌 희미한 믿음 안에서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부터 
예배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란 반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란 주님에 관하여, 그리
고 그분의 권고에 그들은 경청해야 하리라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을 가게 하라고”란 그들은 그만두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나는 여
호와를 모른다”란 그들은 주님에 관심이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또한 나는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란 그들은 기
생하려는 것을 중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셨
다”란 교회의 하느님 그분 자신이 명령하셨다를 의미한다. “우리
에게 광야 안으로 삼일 길을 가라 하셨다”란 비록 불명료한 믿음 
속에 있다 해도 그들은 거짓들로부터서 온전히 옮겨진 상태에 있
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희생
제를 올리라”란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분이 우리를 염병으로 치시든가, 아니면 칼로 치시든가 하지 
않도록”이란 악과 거짓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말했다”란 거짓들 안에 있는 이
들로부터의 답을 의미한다. “모세와 아론아, 너는 어찌하여 백
성들을 그들의 일로부터 몰아내려드느냐?”란 그들의 신성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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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몰아내려드느냐? 너는 네 
짐으로 가라.

5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 보라 토
지의 백성들이 지금 많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자기들의 짐으로부
터 중단하게 만들었다.
6 그리고 바로는 그 날에 백성 
중에 있는 공사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의 공무원들에게 말
하기를,
7 너희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벽
돌을 만들 짚을 어제 같이, 어제 
앞의 날 같이 주지 마라. 그들은 
나가서 그들 스스로 짚을 수집하
게 하라.
8 그리고 그들이 어제 그리고 어
제 앞의 날에 만든 벽돌의 총계
를 (그 로) 너희는 그들에게 놓
아 두라. 너희는 그 총계를 줄이
지 말라. 그 이유는 그들이 게으
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가서 우리의 하느님께 희생제
를 올리자고 외치는 것이다.

9 용역을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
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것을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거짓된 말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교리는 그들을 고통받음으로부터 풀려나게 할 수 없을 것을 의미
한다. “너는 네 짐으로 가라”란 그들은 전투하는 가운데 살고 있
지 않으면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23, 에스겔 26:20, 31:14,16, 출애굽기 
24:9,10, 요한복음 5:37, 이사야 45:3, 에스겔 1:26-28, 이사야 
47:4, 41:14, 48:17, 54:5, 49:26, 63:7-9, 레위기 23:40, 신명
기 16:10,11, 이사야 30:29, 나흠 1:15, 스가랴 8:19, 호세아 
2:11, 아모스 8:10, 에스겔 14:21, 5:17, 33:27, 7:15, 레위기 
26:25,26, 에스겔 5:11,12, 예레미야 14:12, 21:6,7,9, 24:10, 에
스겔 5:17, 28:23, 시편 91:5,6, 78:50.
5-9절.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란 교회 속의 진리에 출몰하는 이
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보라 토지의 백성들이 지금 많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숫자는 많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
들이 자기들의 짐으로부터 중단하게 만들었다”란 그들은 충분히 
침입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 날 명령했다”란 이 상태 안에 있는 한편 교회 
속의 진리들에 기생하고 싶은 탐욕을 의미한다. “그들의 공사장에
게, 그리고 그들의 공무원들에게 말하기를”이란 아주 접하게 붙
어 기생하는 이들과 아주 접하게 받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마라”란 모든 것의 가장 
일반적인 것인 가장 수준 낮은 기억 속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벽
돌을 만들기 위한”이란 주입될 꾸며지고 왜곡된 사항들을 의미한
다.
 “어제와 어제 앞의 날 같이”란 이전의 상태 안에서 같이가 아님
을 의미한다. “그들은 나가서 그들 스스로 짚을 수집하게 하라”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아주 수준 낮은 기억적 지식들을 획득해야 
하리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어제 그리고 어제 앞
의 날에 만들었던 벽돌의 총계를 그들에게 놓아두라”란 꾸며내고 
왜곡된 사항들은 이전 같이 풍부히 주입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그 총계를 줄이지 말라” 란 감축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란 그들에게 가해진 폭행은 
충분치 않다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가서 우리의 하느님
께 희생제를 올리자고 외치는 것이다”란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와
같은 예배에 관하여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용역을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지게 만들어라”란 폭력행사는 더 
증가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시하게 하
라”란 결과를 얻어 냄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거짓된 말들
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라”란 그들이 진리들로 바뀌지 않도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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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10 그리고 백성의 공사장들은 밖
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공무
원도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
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바로께
서 이렇게 말하셨다, 나는 결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는다.
11 너 스스로 가서, 너는 네가 
그것을 찾을 곳에서 짚을 구해라. 
그리고 너희 용역은 무엇이든 감
해지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2 그리고 백성들은 짚을 위한 
(곡초) 그루터기를 수집하려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로 흩어졌다. 
13 그리고 공사장들은 재촉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네 일을 완성해
라, 짚을 주었을 때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14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공무원들은 자기들을 임명한 바
로의 공사장에게 얻어 맞었다, 그
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네 할당량을 어제
와 어제 앞의 날 같이, 또한 어제
같이, 또한 오늘 같이 완성하지 
않느냐?
1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들
의 공무원들은 바로에게 가서 외
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하십니
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6:18, 20:3,5,8, 여호수아 1:10,11, 3:2,3.
10-13절. “그리고 백성의 공사장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들의 공무원도 나갔다”란 아주 착하여 출몰하는 이들, 그리고 
아주 접하게 받는 이들의 현존과 파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들은 백성들에게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지각을 의미한다. “바로
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란 떼지어 출몰함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나는 결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는다”란 거기로부터는 가장 일
반적인 기억적 지식들은 더 이상 없다를 의미한다.
 “너 스스로 가서, 너는 네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구해라”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이든 그밖
의 장소에서 자신들을 위해 이것들을 포획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용역은 무엇이든 감해지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란 거짓들의 주입은 감해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로 흩어졌다”란 그들은 모
든 측면에서 자연적 마음을 온통 뒤덮었다를 의미한다. “짚을 위
한 (곡초) 그루터기”란 기억적 지식들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사장들은 재촉했다”란 가장 착하여 기생하는 이들이 
고집세게 주장했다를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희는 네 일을 완성
해라,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란 그들은 모든 상태에서 이
른바 거짓이라는 것들을 섬겨야 할 것을 의미한다. “짚을 주었을 
때 같이”란 그들은 이른바 진리라는 것들을 섬기던 것과 똑같이
를 의미한다.  
14-18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공무원들은 얻어 맞았다”
란 아주 착되어 받었고, 만연됨과 소통했던 그들이 주입된 거짓
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를 의미한다. “그들이 임명한 바로의 공
사장들에게...”란 기생하는 자들에 의해 주입되었던 것들을 의미한
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네 할당량
을 완성하지 않느냐?”란 그들은 강요해왔었던 로 거짓들의 주
입과 소통하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어제 그리고 
어제 앞의 날”이란 이전의 상태 안에서 같이를 의미한다. “또한 
어제, 또한 오늘”이란 거기로부터 있을 상태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공무원들은 바로에게 갔다”란 가장 접하
게 받고 소통했던 이들을 의미한다. “바로에게 외쳤다”란 기생했
던 이들 앞에서 분노가 증거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하십니까?”란 그들은 강요된 의
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란 진리를 함유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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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
들어라, 그리고 보라 당신의 종들
을 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 죄지었습니다.
17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
기에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올리자.
18 그리고 지금 너희는 가라, 네 
용역을 하라, 그리고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
게 주어지는 벽돌의 총계는 같다.
19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공무원들은 자기들에게 그날 안
에 있는 하루 분의 너희 벽돌을 
너희는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해
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악 안
에 있었음을 보았다.
20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바로
로부터 나왔을 때 자기들을 만나
려 서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21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
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들여다 보
신다, 그리고 판결하신다, 그 이
유는 당신이 바로의 눈에서, 그리
고 그의 종들의 눈에서 우리의 
냄새를 악취가 풍기게 만들어 그
들의 칼이 우리를 죽이도록 했다.

22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 
왔다, 그리고 말했다, 주여, 어찌
하여 당신께서는 이 백성을 해악 
있도록 하십니까? 왜 당신께서
는 저를 보내셨습니까?

적 지식들은 더 이상 조달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들어라”란 그럼에도 그들
은 주입된 거짓들을 참아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당신의 종들을 때립니다”란 이런 방법에서 거짓들은 피해를 입혀 
고통을 준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죄지었습니다”란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
희는 게으르다”란 그들은 충분하게 습격해왔던 것은 아니다를 의
미한다. “그러기에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
를 올리자”란 이와 같은 예배에 관한 생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가라, 네 용역을 하라”란 기생함의 계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란 이와같은 기
억적 지식들 없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벽돌의 
총계는 같다”란 거짓들은 넉너하게 주입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19-21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악 
안에 있었음을 보았다”란 그들은 저주 근처에 있는 자신들을 보
았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너희 벽돌들을 줄여서는 안된다 라고 
말해졌을 때”란 거짓들의 주입이 감하여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를 
의미한다. “그날 안에 있는 하루 분”이란 모든 상태 안에서 무엇
이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과 
이로부터 파생된 교리에 관하여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들이 바로
로부터 나갔을 때 그들을 만나려 서있는”이란 거짓들이 단하게 
만연되지 않았을 때 한꺼번에 명백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여호와께
서 당신을 들여다 보신다, 그리고 판결하신다”란 신성의 뜻 로 
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바로의 눈에서, 그리고 그의 
종들의 눈에서 우리의 냄새를 악취가 풍기게 만들었다”란 이러한 
것들로 해서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의 순종함에 단하게 
큰 반감을 가졌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칼이 우리를 죽이도록”이
란 여기서부터 그들은 거짓들을 수단으로 해서 교회 속의 진리들
을 파괴하려는 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상 13:4, 27:12, 사무엘하 10:6, 16:21, 이사
야 34:3.
22,23절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 왔다, 그리고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불평을 의미한다. “주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는 이 백성을 해악 있도록 하십니까?”란 진리와 선 안에 있는 
그들이 거짓들의 침입을 단하게 받았다를 의미한다. “왜 당신께
서는 저를 보내셨습니까?”란 그럼에도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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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이유가 제가 당신의 이름
으로 말하려고 바로에게 온 이래 
그는 이 백성에게 악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는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
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6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
게 행할 것을 보리라. 그 이유가 
강한 손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가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강한 손 
때문에 그는 그들을 그의 토지 
밖으로 내몰리라.
2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셨
다, 나는 여호와이다.
3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
곱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 이름 

은 이와 다르게 말하는듯 여겨진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려고 바로에게 온 이래...”
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속한 것들로부터의 명령이 거짓들에 있
는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를 의미한다. “그는 이 백성에게 악질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란 그런데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이 주입된 거짓들을 통하여 피해를 당하는 듯 보였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지 아
니했읍니다”란 그들은 거짓들이 만연된 상태로부터 해방되지 않
았다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제 5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
들에게 거짓들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침입하
는 이들이 취급된다. 즉 그들은 신성한 권고가 무엇이든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 그들은 오류와 꾸며진 거짓들을 주입함으로 더욱 
더 만연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흔들려 
질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그들은 출몰하고 있는 이들
로부터 자신들을 옮겨 놓을 수 없었는 바, 그들은 신성 앞에서 통
곡했다.

6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하여 소개함을 의미란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것을 보리라”란 침입한 이들에게 닥칠 것에 관한 명명백백한 지
각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강한 손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가라고 
할 것이다”란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그들로부터 도망할 것
을 의미한다. “강한 손 때문에 그는 그들을 그의 토지 밖으로 내
몰리라”란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그들을 그들의 이웃으로부
터 달아나게 만들 것을 의미한다.
2-8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새로운 것, 
그러나 이전의 것과 더불어서 이어진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에게 말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란 돌이킬 수 없는 신성
으로부터의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
곱에게 나타났다”란 주님의 인간에 관한 주님의 시험들, 그리고 
신뢰함에 와진 시험들, 그리고 그후 위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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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
지지 않았다.
4 그리고 나는 또한 내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웠는바, 그들에게 
가나안의 토지, 그들이 머무른 그
들의 체류지의 토지를 주겠다고 
했다.

5 그리고 더욱이 나는 이집트인
들이 그들을 섬기게 만들면서 있
어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애통
함을 들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기억했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리고 나는 너를 이집트인들의 짐 
아래로부터 이끌어 낼 것이다, 그
리고 나는 너를 그들의 용역으로
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뻗친 팔로 되찾을 것
이다, 그리고 큰 심판들을 가지고 
되찾을 것이다.

7 그리고 나는 너를 백성으로 나
에게 데려 올 것이다, 그리고 나
는 너에게 하느님으로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이집
트의 짐들 아래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느님임을 알 것이
다.
8 그리고 나는 너를 내가 아브라
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 위해 내 
손을 들어 올렸던 토지로 데려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유산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름 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란 시험 받
는 상태 속에 있는 영적 교회의 그들은 교회 속의 신성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또한 내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웠다”란 그런 상황
에서 조차도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통하여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가나안의 토지를 준다”란 이런 결합을 수단으로 그들은 
천국으로 들려져야 하리라를 의미한다. “그들이 머무른 그들의 체
류지의 토지”란 믿음과 선행에 관한 것들이 있는 곳, 그들이 가르
쳐져 왔었었던에 관련하여, 그들이 살았던 것에 따라서를 의미한
다.
 “그리고 더욱이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애통함을 들었었다”란 
전투로부터 있게 된 그들의 슬픔을 의미한다. “이집트인들이 그들
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란 복종시키려 골몰하는 거짓들에 있
는 그들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기억했다”
란 결합 때문에 그들로부터 풀어 놓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한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
은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주시해야 할 것
을 줄 것이다를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집트인들의 짐 아래로부터 
이끌어 낼 것이다”란 주님께서는 거짓들 속에 있는 이들의 침입
으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
들의 용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란 그들을 복종시키려 골
몰함으로부터도 확실하게 자유로워지게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뻗친 팔로 되찾을 것이다”란 신성한 권능 덕택
에 지옥으로부터 이끌려 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심판들을 
가지고”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질서의 법에 따라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백성으로 나에게 데려 올 것이다”란 그들은 
거기 주님을 섬기는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 합해지게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느님으로 있을 것이다”란  그들
은 또한 신성을 받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
와 너의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란 주님 만이 하느님(God)이시다
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너를 이집트의 짐들 아래로부터 인도해
낸”이란 거짓들의 침입에서 자유로워진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 위해 내 
손을 들어 올렸던 토지로 데려 갈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이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곳인 천국으로 신성한 권능에 의해 들려
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유산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란 거기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이다”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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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이다.

9 그리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
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그리
고 그들은 영의 괴로움 때문에, 
힘든 용역 때문에 모세에게 들으
려 하지 않았다.
10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11 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으로
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내
게 하라.
12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의 아들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입
술들을 할례 받지 아니 하지 않
았습니까?
1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다, 그
리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토지로
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인도
해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들들
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전하는 
명령을 주었다.

14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집안의 
머리들이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
우벤의 아들들이다. 하녹과 발루
와 헤스론과 갈미. 이들은 르우벤
의 가족들이다.
15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이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성으로부터의 확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8, 예레미야 27:5, 32:17,21, 에스겔 
20:34, 시편 136:11,12, 신명기 4:34, 5:15, 7:19, 9:29, 11;2, 
26:8, 열왕기상 8:42, 열왕기하 17:36.
9-13절. “그리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했
다”란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권고함을 의미한다. “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들어 보려 하
지 않았다”란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영의 괴
로움 때문에”란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 때문에, “힘든 용역 때문
에”란 거짓에 불과한 것들의 침입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계속하
심을 의미한다.
 “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란 거짓에 불과한 것을 수
단으로 침입한 이들에게 경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내게 하라”란 그들이 나가고, 
떠나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 말하기를”이란  신성으로
부터의 법, 그리고 거기서부타 파생된 생각을 의미한다. “보라 이
스라엘의 아들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란 영적 왕국의 사람
들은 그들에게 공표된 사항들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것입니까?”란 거짓들 안에 있는 그
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입술들을 할례 
받지 아니 하였읍니다”란 이들에게 나는 불순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다”란 신
성으로부터의 다시 있는 가르침, 그리고 동시에 교리로부터 다시 
있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게 내리는 명령을 주었다”란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
게 명령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란 거짓들만으로 
침입하는 이들에게 경고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이
스라엘의 아들들을 인도해내기 위해”란 그들이 자유로워지게 됨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6:10, 9:26, 에스겔 44:7, 레위기 26:41.
14-25절.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집안의 머리들이다”란 교회에서 
제일가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이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란 이해함에서 믿음 속에 있
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들이다”란 거기 속
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이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이란 행동에 있는 믿음 속의 사항들을 의미한다. “가나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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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과 가나안족의 여인의 아들 
사울.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
다.
16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출생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므라리. 그리고 레위의 삶의 햇수
는 일백 삼십 칠년이였다.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
족에 따라 립니와 시므이이다.
18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
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이다. 그리고 고핫의 삶의 햇수는 
일백 삼십 삼년이었다.
19 그리고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
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그들의 
출생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다.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
이 요게벳을 여인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론과 모
세를 낳았다. 그리고 아므람의 삶
의 햇수는 일백 삼십 칠년이었다. 
21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
라와 네백과 시그리이다.
22 그리고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
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23 그리고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여인으
로 그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
는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
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24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
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다. 이들
은 고라족의 가족들이다.

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란 교회 밖 행동에 있는 진리 속의 사항
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다”란 거기서부터 있는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출생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므라리”란 선행 속에 있는 것들
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위의 삶의 햇수는 일백 삼십 칠 년이였
다”란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립니와 시므이이다”란 
선으로부터의 파생된 것들과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의 첫 종
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
다”란 선으로부터 파생된 것들과 이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의 
둘째 종류를 의미한다. “그리고 고핫의 삶의 햇수는 일백 삼십 삼 
년이었다”란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란 선으로부터의 
파생과 진리의 파생의 셋째 분류를 의미한다. “이들은 그들의 출
생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다”란 이들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진
리들이다를 의미한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여인으로 데려왔다”란 
파생된 선이 이 선과 인척 관계인 진리와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녀는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란 거기로부터 그들은 
교회 속의 교리와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가졌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아므람의 삶의 햇수는 일백 삼십 칠 년이었다”란 품질과 상태
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백과 시그리이다”란 선에 
관련하여,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진리에 관련하여 둘째 종류로
부터 계속적으로 파생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란 선
과 진리에 관하여 같은 종류로부터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파생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여인으
로 그에게 데려왔다”란 교회 속의 교리, 그리고 어떻게 선과 진리
가 거기서 결합되어지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나
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란 믿음과 선행에서 파
생한 것들, 그리고 그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다”란 두 
번째 분류로부터 반복되어 파생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고라
족의 가족들이다”란 선들과 진리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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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은 그에게 브드엘의 딸 중의 하
나를 여인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
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의 
조상의 머리들이다.
2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들을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군
들에 따라 인도해내라고 말하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다.

27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
들이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다.
28 그리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모세에게 말
하셨다.

29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
든 것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
30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 보라 저는 입을 할례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
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란 선행의 참 교리로부터 파생
된 교리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에게 브드엘의 딸 중의 하나를 
여인으로 데려왔다”란 이런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비느하스를 낳았다”란 거기서부
터 파생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의 조상의 머리들이다”란 선행, 그리고 이 선행에서 파생된 믿음
에 관련하여 교회 속의 제일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26-30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다”란 이 교회와 더불어 있는 신
성으로부터의 법과 교리는 레위, 시므온, 르우벤으로 표현되었던 
선행과 믿음으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말하셨다”란 명령되었던 그들로부터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
들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라고...”이란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은 자유로워져야 하리라를 의미한다. “그들의 군 들에 
따라”란 진리들 안에 있는 선의 종류와 속성에 따라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들이다”란 거짓들만으로 침입하
는 이들에게 그들로부터 경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인도해내기 위해”란 그들은 
떠나서, 침입 당해서는 안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이다”란 이것은 신성으로부터의 법으로부터, 거기서 파생된 교리
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모세에게 말
하셨다”란 명령이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으
로부터의 법을 통하여 주어졌을 때, 그런데도 아직은 그들이 지옥
에 있는 이들에 아주 가까운 상태 안에 있었을 때, 그런 다음 있
는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신성
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이다”란 신성한 확증
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란 신성으로부터 흐르는 것들을 수단으로 거짓들만으로 침
입해오는 이들에게 경고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말했다”란 거짓들 안에 있는 사람
들 사이에서 신성으로부터의 법에 관하여 생각함을 의미한다. “보
라 저는 입을 할례받지 아니했습니다”란 그것은 불순하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란 그러므로 
거짓들 안에 있는 그들은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앞장에서 취급된 주제는 주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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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볼지어다, 나는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있게 하였다. 그
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
이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
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그의 토지로부터 내보내게 하리
라. 
3 그리고 나는 바로의 심정을 단
단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
트의 토지에서 내 표징과 내 경
이로움은 더 많아질 것이다.
4 그리고 바로는 너에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손을 이집트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군 들, 내 백성, 이스
라엘의 아들들을 큰 심판들을 가
지고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인도
해낼 것이다.

거짓들의 침입을 받아왔다는 것, 그리하여 급기야 이 침입 때문에 
자포자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제 6장에서, 그들은 희망으로 용
기가 북돋아지고 있고, 그들은 확실히 자유로워진다는 약속을 받
고 있다. 이것이 제 6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이다. 그리
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말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
다. 
  그후 주님의 영적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믿음에 관하여, 선
행에 관하여, 그리고 그다음 교리에 관하여, 또한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영접함에 관하여서 이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들의 가족들
은 믿음에 속한 사항들을 표현한다. 레위와 그의 가족은 선행을 
표현한다. 아론과 그의 가족은 교리에 관한 것들을 표현한다. 그
리고 모세는 신성으로부터의 법 속의 것들을 표현한다.

7
내적 의미 해설

1-7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미
한다. “볼지어다, 나는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있게 하였다”란 거
짓들 안에 있는 이들 위에 신성으로부터의 법과 그것의 권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이리라”란 거
기서부터 파생된 교리를 의미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란 신성의 유
입을 수용함, 그리고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란 그 때부터 유입을 수용함, 그리고 거짓
에 있는 이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아
들들을 그의 토지로부터 내보내게 하리라”란 그들은 침입함을 그
만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해지게 할 것이다”란 거짓의 악
들로부터의 걍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표징과 내 경이로움은 
더 많아질 것이다”란 갖가지의 경고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
족하게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에서”란 침입
하는 이들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너에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란 거짓들에 있
는 그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손을 
이집트인 위에 줄 것이다”란 그러므로 그들은 신성한 권능에 의
해 몰아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군 들, 내 백성, 이
스라엘의 아들들을 인도해낼 것이다”란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로부터”란 
침입됨으로부터를 의미한다. “큰 심판들을 가지고”란 질서의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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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칠 때 내가 여
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
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6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
하셨던 로 그렇게 그들은 했다.

7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
을 때 모세는 팔십 년의 아들이
었고, 아론은 팔십 삼 년의 아들
이었다,
8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
론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9 바로가 너에게 말하가를, 너는 
경이로움을 주어보아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
을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것은 물
-뱀이 될 것이다.

10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
게 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서 명령하신 로 행했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그리고 그의 종들 앞에 던졌다, 
그리고 그것은 물-뱀이 되었다.
11 그리고 바로 역시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 
이집트의 마술사 역시 그들의 마
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12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지팡이를 
모든 사람에게로 내던졌다, 그리

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란 그들은 신
성한 분을 두려워하며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내가 내 손을 이
집트인들 위에 뻗칠 때”란 그들이 스스로 신성한 권능을 주목할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
을 인도해낼 것이다”란 그리고 그들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이 자유해짐을 볼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
하셨던 로 그렇게 그들은 했다”란 말해졌던 것들은 역시 행동되
었다를 의미한다. “모세는 팔십 년의 아들이었다”란 신성으로부터
의 법의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아론은 팔십 삼 년의 아들이었
다.”란 교리의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을 때”란 이러한 것들이 명령되어졌을 때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9:6, 29:1, 82:6, 요한복음 10:34,35, 창세기 
46:2,3, 신명기 10:17, 민수기 16:22, 다니엘 11:36, 시편 
136:2,3.
8-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셨
다, 말하시기를”이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바로가 너에게 말하가를”이란 만일 그들이 신성에 관하여 의심
을 가지고 있다면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는 경이로움을 주어
보아라”란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확증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
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할 것이다”란 유입과 소통을 의미한다. “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 던져라”란 보여진 
권능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뱀이 될 것이다”란 그것에 의해서 
오류일 뿐인 것과 이 오류에서 파생된 거짓들이 그들 사이에서 
지배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서 명령하신 로 행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그
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그리고 그의 종들 앞에 던졌다, 그리고 그
것은 물-뱀이 되었다”란 오류뿐인 것과 이 오류로부터 파생된 거
짓들이 그들 사이에서 지배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역시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란 신성한 질서
의 남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이집트의 마술사 역시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란 질서의 목적들을 거꾸로 해서도 
똑같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지팡이를 모든 사람에게로 내던졌다, 그리
고 그것은 물-뱀들이 되었다”란 진리를 주시함에서 무뎌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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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들은 물-뱀들이 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
13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굳혀졌
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하셨
던 로 였다.

14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바로의 심정이 무겁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는 백성들을 
가게 하기를 거절한다.
15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가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는 강둑 근처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서있거라. 그리고 뱀으로 바
뀌었던 지팡이를 네 손에 가지고 
있어라.
16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
이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
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말
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보라 지금까지 너는 
듣지 않았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셨
다, 이것에서 너는 내가 여호와임
을 알 것이다. 보라 나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강에 있는 물들을 
세게 친다, 그리고 그들은 피로 
변할 것이다.
18 그리고 강에 있는 고기는 죽
을 것이다, 그리고 강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그리고 이집
트인들은 강으로부터 물들을 마
시는데 괴로워할 것이다.

로부터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들을 삼켰다”란 이 능력은 그들로부터 거두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굳어졌다”란 걍퍅해짐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는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란 거짓들로부터의 악 안
에 있는 그들은 받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하셨던 

로 였다”란 예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20:29, 누가복음 16:31, 에스겔 29:3, 
32:2, 시편 74:13, 이사야 27:1, 시편 74:14, 이사야 13:22, 
34:13, 35:7, 예레미야 9:11, 말라기 1:3, 이사야 19:11,47:9,12, 
57:3, 나흠 3:1,4, 말라기 3:5, 미가 5:10-12.
14-2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한 가르
침을 의미한다. “바로의 심정이 무겁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는 백
성들을 가게 하기를 거절한다”란 그들은 자기들이 침입한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기로 강퍅하게 결정했다를 의미한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란 더 확증되게 할 것들로 승강함을 의미
한다. “그가 물로 가는 것을 보아라”란 침입했던 그들은 오류로부
터의 거짓 안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너는 강둑 근처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서있거라”란 이 상태에 따른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
고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를 네 손에 가지고 있어라”란 이전과 
같은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란 명령을 의미한다. “히브리
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말하시기를”이
란 교회 속의 신성으로부터 침입하고 있는 그들에게를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란 그들은 석방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
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도록 하라”란 불명료함 안에서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지금까지 너는 듣지 않았다”란 순종 없음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이것에서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란 그들은 신성한 분을 두려워함 안에 있을런지 모른
다를 의미한다. “보라 나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강에 있는 물
들을 세게 친다”란 오류로부터있는 거짓들을 압도하는 권능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로 변할 것이다”란 그들은 진리들을 거
짓화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강에 있는 고기는 죽을 것이다”란 진리에 관한 기억적 
지식은 소멸시켜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강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란 그것을 아주 싫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강으로부터 물들을 마시는데 괴로워할 것이다”란 그들은 그것에 
관해 어떤 것도 알려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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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네 손
을 이집트의 물에, 그들의 냇가
에, 그들의 강에, 그리고 그들의 
물웅덩이에, 그리고 그들의 물이 
모여 있는 모든 곳에 뻗쳐라, 그
리고 그것들은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이집트의 모든 토지
에, 나무들과 돌들 모두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20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께서 명령하신 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
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종들의 
눈 앞의 강에 있는 물을 세게 쳤
다. 그리고 강에 있던 모든 물들
은 피로 변했다.
21 그리고 강 안에 있던 고기는 
죽었다. 그리고 강은 고약한 냄새
를 풍겼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리고 거기 이집트의 모든 토지
에 피가 있었다.
22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
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이 완고해
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
께서 말씀하신 로 였다.
23 그리고 바로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왔다, 그리고 
그의 심정은 이것으로 해서 움직
여지는 것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24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은 마
실 물들을 위해 강 주위를 팟다. 
그 이유가 그들은 강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집행을 의미한다. “아
론에게 말하라, 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네 손을 이집트의 
물에 뻗쳐라”란 침입한 이들의 거짓들에 맞선 권능을 의미한다. 
“그들의 냇가에, 그들의 강에”란 교리 속의 것들에 맞서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의 물웅덩이에”란 그들을 섬김 속에 있는 기억적 
지식에 맞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물이 모여 있는 모든 곳
에”란 여느 거짓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피가 될 것이
다”란 그들은 진리들을 거짓화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
기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피가 있을 것이다”란 전체적으로 거짓
화함을 의미한다. “나무들과 돌들 모두에”란 선행 속에 있는 선, 
믿음 속에 있는 진리의 거짓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로 그렇게 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강에 있는 
물을 세게 쳤다”란 거짓들에 맞선 강한 권능을 의미한다. “바로와 
그의 종들의 눈 앞에서”란 침입함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가운데를 의미한다. “그리고 강에 있던 모든 물들은 피로 변했다”
란 그 결과로 있는 모든 진리의 거짓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 안에 있던 고기는 죽었다”란 진리의 기억적 지식 역
시 소멸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강은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란 혐오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강으로부터 물을 
마실 수 없었다”란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것도 거의 알려하
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 피가 
있었다”란 전체적으로 거짓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
다”란 그들의 거짓말쟁이들은 질서를 남용함으로 똑같이 꾸며냈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이 완고해지게 만들었다”란 
걍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란 받아들임과 순종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로 였다”란 예견에 따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왔다”란 거짓
으로부터 생각함과 되새겨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심정은 
이것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다”란 의지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그 결과로 있는 걍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들을 위해 강 주위를 팟다”란 
그들은 거짓들에 응용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는 진리가 있는지 철
저히 수색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은 강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란 거짓들만으로부터는 실용성이 없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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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을 세게 
치신 후, 칠 일이 채워졌다.
26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바로에게 가라, 그
리고 그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여
호와께서 말하신다, 내 백성을 가
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나를 섬
기게 하라.
27 그리고 만일 네가 그들이 가
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나는 모
든 네 변두리를 개구리로 세게 
칠 것이다.
28 그리고 강은 개구리들이 기어 
오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
들은 올라와서 네 집으로, 네 침
실 안으로, 네 침  위로, 그리고 
네 종들의 집 안으로, 그리고 백
성의 집 안으로, 그리고 네 가마
들 안으로, 그리고 네 반죽통 안
으로 들어 올 것이다.
29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네 백
성에게, 그리고 네 종들에게 개구
리가 올라 갈 것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35:6,7, 41:18, 43:15, 시편 107:33,35, 
114:7,8, 이사야 19:6,8,10, 14:22,23, 민수기 21:17,18.
25,26,* 27,28,2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을 세게 치신 후, 칠 
일이 채워졌다”란 진리들이 거짓화되어진 이후 상태가 끝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새로운 가르침을 의
미한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란 침입한 이들에
게 명령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내 백성
을 가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란 그들은 그들이 
자유로움 안에서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두어야 하리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이란 만일 그들이 
그들을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면을 의미한다. “보라 나는 모든 네 
변두리를 개구리로 세게 칠 것이다”란 거짓들만으로 추론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강은 개구리들이 기어 오르게 할 것이다”란 이러한 거짓
들로부터의 추론함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올라와서 네 집으로, 네 침실 안으로”란 그들은 마음의 
내면들까지도 채울 것이다를 의미한다. “네 침  위로”란 가장 깊
은 곳들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종들의 집 안으로, 그리고 백
성의 집 안으로”란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가마들 안으로, 그리고 네 반죽통 안으로”란 탐욕들의 
기쁨들 안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네 백성에게, 그리고 네 종들에게 개구
리가 올라 갈 것이다”거짓들로부터의 추론함들은 일반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공히 모든 것 안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13,14, 시편 105:29,30, 이사야 26:20, 
에스겔 8:12, 신명기 32:25, 열왕기하 6:12, 호세아 7:4,6,7, 이사
야 31:9, 요한복음 8:44.

내적 의미 요약
  7장 이후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황폐됨, 그리고 결국 
거짓들과 악들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뜨려짐이다. 그들의 황
폐되어가는 과정이 이집트인과 그들의 토지에 가져온 11개의 재
앙들로 묘사되고 있다.
  7장에서 내적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황폐의 첫 세 등급이다. 
첫 번째, 오류 수준인 것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거짓들이 왔다.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져 된 뱀으로 묘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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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아론에게 말해라, 지팡
이를 잡은 네 손을 냇가 위에, 강 
위에, 그리고 물웅덩이 위에 뻗쳐
라, 그리고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토지에 올라 오도록 하라.
2 그리고 아론은 그의 손을 이집
트의 물들 위에 뻗쳤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올라 왔다, 그리고 이
집트의 토지를 덮었다.
3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
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이집트의 
토지 위로 올라 오게 되었다.
4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여
호와께 간청해서, 그분이 개구리
들을 나로부터, 그리고 내 백성으
로부터 제거하게 하라. 그리고 나
는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로 여
호와께 희생제를 지내도록 하겠
다.
5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
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
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집
으로부터 떼어내서 강 안에서만 

었다. 두 번째, 진리 자체가 그들과 더불어 거짓들이 되어 갔다. 
이것이 물들이 변해진 피로 묘사되었다. 세 번째 등급, 거짓들로
부터 그들이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에 맞서 추론했다. 이것이 
강에서 나온 개구리로 묘사되었다.

8
내적 의미 해설

1-10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
미한다. “아론에게 말해라”란 외적인 법 안으로 내적인 법이 유입
됨을 의미한다. “지팡이를 잡은 네 손을 뻗쳐라”란 외적 진리를 
통하여 내적 진리가 권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냇가 위에, 강 
위에, 그리고 물웅덩이 위에...”란 거짓들에 맞서를 의미한다. “그
리고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토지에 올라 오도록 하라”란 거짓들 
만으로 추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쳤다”란 거짓들
에 맞서 외적 진리를 통하여 내적 진리가 권능을 발휘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올라 왔다”란 거짓들 만으로 추론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를 덮었다”란 자연적 마음
이 거짓들 만으로의 추론으로 만들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
다”란 바깥 형체에서는 똑같은바 이는 신성한 질서의 남용을 의
미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이집트의 토지 위로 올라 오게 되었
다”란 자연적 마음으로부터 추론함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여호와께 간청하라”란 진저리가 
남으로부터 있는 굴욕을 의미한다. “그분이 개구리들을 나로부터, 
그리고 내 백성으로부터 제거하게 하라”란 그들은 거짓들 만으로 
추론함에 내몰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제를 지내도록 하겠다”란 그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느님을 예배드리도록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
들을 남겨두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당신은 
나를 존경합니까?”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은 신뢰되어져야만 한다
를 의미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할 때 까지”란 거짓들에 있는 
이들과 침입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재를 의미한다. “이 개구리
를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부터 떼어내서...”란 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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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도록 탄원할 때까지 당신
은 나를 존경합니까?
6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일에.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의 말에 
따르리이다. 당신은 우리의 하느
님 여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
다는 것을 알게 될런지 모릅니다.
7 그리고 개구리들은 당신으로부
터,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종들로부터, 그리
고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옮겨지
고, 강에서만 남아 있을 것입니
다.
8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
으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그분께서 바로 위에 내
려 놓은 개구리에 관한 말을 외
쳤다
9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의 말에 
따라 하셨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집들로부터, 뜰로부터, 그리고 들
판으로부터 죽었다.
10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산더
미 같이 수집했다. 그리고 토지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11 그리고 바로는 숨을 쉬게 되
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
호와께서 말하신 로 였다.
12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
했다, 아론에게 말하라, 네 지팡
이를 뻗쳐라, 그리고 토지의 먼지

론들은 중단될 수 있을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강 안에서만 남아 
있도록 ”이란 그들은 이것들이 있는 거짓들과 더불어 남아 있어
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일에”란 영원히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는 말했다, 당신의 말에 따르리이다”란 거기로부터 확증함을 의미
한다.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을 알게 될런지 모릅니다”란 한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 외
에 아무도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옮겨지
고...”란 그들은 거짓들만으로 추론하게 어쳐지지 않을 것을 의
미한다. “강에서만 남아 있을 것이다”란 그들은 이것들이 있는 거
짓들과 더불어 남아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으로부터 나왔다”란 거짓들만으로 
추론했던 이들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께 그분께서 바로에 놓아 두었던 개구리들에 관한 말을 소리쳐 
말했다”란 중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의 말에 따라 하셨다”란 주님의 말에 따라 
그렇게 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집들로부터, 뜰
로부터, 그리고 들판으로부터 죽었다”란 거짓들만으로의 추론은 
자연적인 것 안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중지되었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산더미 같이 수집했다”란 이런 거짓 추
론은 자연적인 것 안에서 다발들로 정리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토지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란 거기로부터 있는 더러운 것
과 역겨운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7:13,14, 113:5, 95:3, 96:4, 136:2,3, 다니엘 
2:47, 이사야 46:9.
11-15절. “그리고 바로는 숨을 쉬게 되었음을 보았다”란 진저리
남이 중단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다”란 걍팍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란 순종 없음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로 였다”
란 예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했다”란 새로워진 가르침을 의미한
다. “아론에게 말하라”란 외적인 법 안으로 내적인 법이 유입됨을 
의미한다. “네 지팡이를 뻗쳐라”란 그가 신성한 권능을 보일 것을 



출애굽기 8- 334 -
를 세게 쳐라, 그리고 그것은 이
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이들이 될 
것이다.

13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론은 지팡이를 잡은 그
의 손을 뻗었다, 그리고 토지의 
먼지를 세게 쳤다, 그리고 사람에
게와 짐승에게 이가 있었다. 토지
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이가 되었다.
14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들의 마
법을 가지고 이가 나오도록 시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었
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이가 
있었다.
15 그리고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
이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단단
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들
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
하신 로 였다.

16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거라, 보라 
그는 물들에 간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이러하게 여호와께서 말
하신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
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의 먼지를 세게 쳐라”란 그는 지옥에 떨어
져 있었던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를 의미
한다. “그것은...이들이 될 것이다”란 악들이 거기로부터 올라 올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란 자연적인 마음 
전체를 통하여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아론은 지팡이를 잡
은 그의 손을 뻗었다”란 외적 진리를 통한 내적 진리의 권능을 
의미한다. “토지의 먼지를 세게 쳤다”란 지옥에 떨어졌던 것들이 
제거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에게와 짐승에게 이가 있었
다”란 거기서부터 파생된 탐욕 속의 내면과 외면의 악들을 의미
한다. “토지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이가 되었다”
란 이러한 악들은 지옥에 떨어져 있어왔던 것들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마술사들은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이가 나오도록 시도했다”란 
신성한 질서를 뒤집고, 그리고 신성한 질서로부터 있는 것 같이 
초상화하려 고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없었다”란 
헛됨을 의미한다. “사람과 짐승에 이가 있었다”란 탐욕 속에 있는 
내면과 외면의 악들을 의미한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말했다”란 지각함과 악들에 있는 이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다”란 권능이 신성
으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단단해졌다란 
걍팍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
다”란 불순종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로 였다”란 예견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0:14,15, 마가복음 6:11, 누가복음 9:5, 
10:10-12, 예레미야 애가 2:10, 에스겔 27:30, 미가 1:10, 계시
록 18:19, 신명기 9:21, 창세기 3:14, 미가 7:14,16,17, 이사야 
65:25, 47:25, 시편 119:25, 8:3, 누가복음 11:20, 마가복음 
7:32,33, 출애굽기 29:20, 29:12, 레위기 4:6, 9:9, 시편 144:1, 
이사야 17:8.
16-20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이 다
시 있음을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란 아직 더 큰 표시
로 권능이 승강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거라”란 신
성이 악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보라 그는 물들에 
간다”란 이러한 악들로부터 그들은 다시 거짓들을 생각한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이러하게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란 명령을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섬게게 
하라”란 그들은 자유로움에서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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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
지 않는다면, 보라 나는 너에 맞
서, 네 종들에 맞서, 그리고 네 
백성에 맞서,네 집 안으로 악취나
는 파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집들은 악취나는 
파리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역
시 그들이 있는 토지도 채울 것
이다.
18 그리고 나는 그날에 내 백성
이 서있는 고센의 토지는 갈라 
놓아 거기에는 악취내는 어떤 파
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토지 한가운데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도록 하
려 해서이다.
19 그리고 나는 내 백성과 네 백
성 사이에 되찾음 (redemption)
을 놓아 둘 것이다. 이 표시가 내
일 있을 것이다.
2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심한 악취
가 나는 파리가 바로의 집으로, 
그리고 그의 종들의 집으로, 그리
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로 왔다. 
토지는 악취내는 파리 앞으로부
터 파괴되어졌다.
21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가서 토지에서 너희 하느님에게 
희생제를 드려라.
22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그렇
게 행하는 것과 만나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느님에게 이집트인들의 
혐오감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는다면”이란 만일 그들이 그
들을 풀어 놓지 않을 것이다면을 의미한다. “ 보라 나는 너에 맞
서, 네 종들에 맞서, 그리고 네 백성에 맞서, 네 집 안으로 악취
나는 파리를 보낼 것이다”란 그들은 모든 갓들에서, 각각에서도 
악의 있는 거짓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집들은 악취나는 파리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있는 
토지도 채울 것이다”란 악의 속의 거짓이 자연적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점유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내 백성이 서있는 고센의 토지는 갈라 놓
아 거기에는 악취내는 어떤 파리도 있지 않을 것이다”란 그들은 
악의 속의 거짓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침입
할 수 없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토지 한가운
데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네가 알도록 하려 해서이다”란 그 결과
로 주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되찾음 (redemption)을 
놓아 둘 것이다”란 지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영적 교회 속
에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심을 의미한다. “이 표시가 내일 있을 
것이다”란 신성한 권능의 명명백백함은 이로부터 영원하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란 말하신바 로 그렇게 행
하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심한 악취가 나는 파리가 
바로의 집으로, 그리고 그의 종들의 집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모
든 토지로 왔다‘란 악의 있는 거짓들은 그들 사이에서 모든 측면
들로부터 튀어 나왔다를 의미한다. ”토지는 악취내는 파리 앞으로
부터 파괴되어졌다”란 자연적 마음은 진리에 관하여 타락되었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7:18,19, 요한복음 13:9,10.
21-28절.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
의 법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가서 토지에서 
너희 하느님에게 희생제를 드려라”란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예
배하는 것에 반  않으나 그것은 그들의 이웃에서 실시되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그렇게 행하는 것
과 만나져서는 아니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느
님에게 이집트인들의 혐오감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란 지옥의 불결물과 추악함이 안으로 흘러들 것이다를 의미
한다. “보라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의 혐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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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보라 우리는 그들
의 눈에서 이집트인들의 혐오를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
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광야로 삼 일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에게 말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하
느님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드릴 
것입니다.
24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 나는 
너를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는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여호와
에게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오로
지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청하라.
25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보라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간청해서 
그분이 악취나는 파리를 바로로
부터, 그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내일 제거하
시게 할 것입니다. 오직 바로는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드리러 가는데 조롱하지 마십시
오.
26 그리고 모세는 바로로부터 나
갔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에게 간
청했다.
27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
은 악취내는 파리를 바로로부터, 
그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백
성들로부터 제거하셨다.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28 그리고 바로는 이 때도 역시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
리고 그는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다.

칠 것입니다”란 신성한 예배는 만일 그들의 현존에서 있게 되는 
경우라면 그로인해 침입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란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 속에 있는 믿음
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소멸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광야로 삼 일의 길을 갈 것입니다”란 그들은 자유로움에 
있기 위해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하
느님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드릴 것입니다”란 이 방법에서 예배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 로”란 그분이 
명령하셨던 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말했다, 나는 너를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란 그들
은 그들을 놓아 둘것이고, 그들에게 침입하지 않을 것인바, 그들
은 자유로움에서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해도 좋다를 의미한다. “오
로지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란 비록 그들이 이웃 안에 있
다 할지라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청하라”란 그들
이 중재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보라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갈 것이다”란 
그들 사이에 나타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옮겨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간청해서...”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분이 
악취나는 파리를 바로로부터, 그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백성
으로부터...제거하시게 할 것입니다”란 악의 속의 거짓들에 관련되
는 이 상태가 끝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내일”이란 영원히를 
의미한다. “오직 바로는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희생제를 드리러 가
는데 조롱하지 마십시오”란 그가 거짓말함으로 사기치지 않는다
면, 그리하여 자유로움에서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놓아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로부터 나갔다”란 악의로부터의 거짓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옮겨짐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에게 간청했다”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셨다”란 그것은 주
님의 말에 따라 그렇게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악
취내는 파리를 바로로부터, 그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백성들
로부터 제거하셨다”란 거짓의 이 상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하
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란 충분히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이 때도 역시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다”란 
다시 걍팍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
았다”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 두지 않을 것
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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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인들의 하
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셨
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2 네가 그들을 가게 하기를 거절
한다면, 그리고 네가 아직도 그들
을 붙잡고 있다면, 
3 보라, 여호와의 손이 들판에 있
는 네 소들 위에, 말들 위에, 나
귀들 위에, 낙타들 위에, 목축떼 
위에, 그리고 양떼 위에 있을 것

  참조 성서. 누가복음 12:2,3, 에스겔 16:40, 23:46,47, 출애굽
기 21:28, 레위기 24:15, 누가복음 20:5,6, 요한복음 10:34,35, 
12:34, 15:25, 누가복음 2:23,24, 39, 10:25,26, 16:16,17, 이사
야 8:16, 42:4, 42:21, 예레미야 26:4,5, 31:33.

내적 의미 요약
  8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주제는 거짓들에 있는 이들의 황폐됨, 
그리고 다른 삶에서 직바른 자들에 침입하는 이들의 황폐되어짐
이 계속되고 있다. 이 황폐됨의 첫 두 등급이 7장에서 묘사되어 
있다. 셋째 등급 역시 7장에서 일부는 거론되고 있다. 즉 그들이 
거짓들 만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에 해서였다. 오로지 거짓들 만
으로 추론함이 “개구리”로 의미되고 있다. 이 주제는 8장에서 이
어졌다. 그리고 거짓들에 있는 이들, 그리고 다른 삶에서 직바른 
자에게 침입하는 이들의 황폐해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등급이 
취급되어졌다. 네 번째 등급의 경우,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
든 선을 파괴하는 악 안에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연적 선으로부
터 가졌던 선 역시 파괴했다. 이것들이 토지의 먼지로부터 나온 
이로 의미되고 있다. 다섯 번째 등급의 경우, 그들은 이러한 악들
로부터 나온 거짓들에 있었다, 그럼으로 해서 모든 진리가 파괴되
어 지는 것이다. 이것들이 악취내는 파리로 의미되었다. 

9
내적 의미 해설

1-7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새로이 있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란 침
입하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나타남을 의미
한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란 교회 
속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두어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네가 그들을 가게 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리고 네가 아직도 그들
을 붙잡고 있다면”이란 그들이 아직도 침입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면을 의미한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들판에 있는 네 소들 위에 있을 것이다”란 
그들이 있어 왔던 교회로부터 가지게 된 선과 진리가 황폐됨을 
의미한다. “말들 위에, 나귀들 위에, 낙타들 위에”란 지적인 것들, 
그리고 믿음 속에 있는 진리에 관한 기억속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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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주 비통한 염병.
4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의 소들과 이집트인들의 소들을 
갈라 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
엘의 아들들에 속하는 모든 것은 
죽지 않으리라
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놓여질 
때를 지정하셨다, 말하기를, 내일 
여호와께서는 이 토지에서 이 말
을 행할 것이다.
6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튿날 
이 말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집트
인들의 모든 소들은 죽었다. 그리
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소들은 
죽지 않았다.
7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냈
다, 그리고 보라 이스라엘의 소들
은 한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무겁게 만들어졌
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다.
8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셨다, 너는 가마의 
재들을 한웅큼 가득히 해서 가지
고 오너라,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눈 쪽에 그것을 하늘을 향해 뿌
려라.
9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땅 위에서 먼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위에, 짐승 위에 있
어,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지독
한 종기가 갑자기 튀어 나올 것
이다.
10 그리고 그들은 가마의 재들을 

“목축떼 위에, 그리고 양떼 위에”란 의지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아주 비통한 염병”이란 일반적으로 소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들과 이집트인들의 소들을 
갈라 놓을 것이다”란 영적 속에 있는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 그리
고 침입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의 진리들과 선들은 다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속하는 모든 것은 죽지 
않으리라”란 그들은 소진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놓여질 때를 지정하셨다”란 미리 결정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내일 여호와께서는 이 토지에서 이 말을 행
할 것이다”란 교회의 믿음 속의 선과 진리에 속하는 것들에 관한 
그들의 것은 영원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튿날 이 말을 행하셨다”란 미리 결정함
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모든 소들이 죽
었다”란, 침입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믿음 속의 선과 진리는 소
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소들은 죽지 않았
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믿음 속의 것은 
하나도 소진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보라 이스라엘의 소들
은 한마리도 죽지 않았다”란 이런 사항이 침입하는 이들에게 알
려지게 만들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무겁게 만들
어졌다”란 걍팍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가게 하
지 않았다”란 그들은 그들을 놓아두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7:39, 에스겔 14:21, 7:15, 5:11,12, 아모
스 4:10, 시편 91:5,6.
8-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셨다”란 
새로이 있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너는...한웅큼 가득히 해서 가지
고 오너라”란 받을 수 있는 만큼 권능이 주어짐을 의미한다.“가마
의 재들”이란 침입하는 이들과 현존함을 통하여 탐욕 속의 거짓
들이 흥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그것을 하늘을 
향해 뿌려라”란 이러한 거짓들이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짐을 
의미한다. “바로의 눈 쪽에”란 현존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땅 위에서 먼지일 것이다”란 자연
적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들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위에, 짐승 위에 있을 것이다”란 내면과 외
면에 있는 악으로부터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독한 종기가 갑자
기 튀어 나옴”이란 신성모독의 결과와 더불은 불결한 것들을 의
미한다.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란 자연적인 마음 전체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의 재들을 가져왔다”란 탐욕들 속의 거짓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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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
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뿌렸다. 그리고 그것은 사
람에게서, 짐승에게서 악성 종기
가 되었다.
11 그리고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
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그 
이유가 종기가 마술사들 위에, 모
든 이집트인들 위에 있었기 때문
이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 그리
고 그는 그들에게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로
였다.

1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 그리
고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
셨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14 이번에는 내가 모든 나의 재
앙들을 네 심정 안으로, 그리고 
네 종들 안으로, 그리고 네 백성 
안으로 보내리라. 너는 온 땅에서 
나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련지 
모른다.
15 지금 내가 내 손을 내 어, 

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다”란 침입한 이들의 현존에서
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뿌렸다”란 이
런 것들이 천국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것은 사람에게서, 짐승에게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란 내면과 외면
의 악으로부터 오는 신성모독과 더불어 있는 불결한 것들을 의미
한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란 이
것들은 신성한 질서를 바깥쪽 형체에서 초상화함으로 해서 신성
한 질서를 남용하는 이들에게 현존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종기가 마술사들 위에...있었기 때문이다”란 똑같은 불결한 
것들이 그들로부터 튀어나온다를 의미한다. “모든 이집트인들 위
에”란 침입하고 있어왔던 이들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란 그들
은 결정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들으려 하
지 않았다”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로였다”란 예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6:64, 누가복음 22:69, 시편 89:13, 말라
기 4:1, 창세기 19:28, 계시록 9:2, 마태복음 13:41,42, 나흠 
3:14,15, 예레미야 43:9-11, 신명기 28:15,16,24, 예레미야 
7:20, 21:6, 50:3, 에스겔 14:13,19,21, 25:13, 스바냐 1:3, 예레
미야 27:5, 31:27, 32:43, 33:10, 51:62, 시편 36:6, 계시록
16:2,10,11, 신명기 28:27, 34-36, 이사야 1:6, 시편 38:4,5.
13-1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행해져야 
할 것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앞에 서라”란 침입한 이들이 주목할 때 들어 울림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렇게 말하셨다”란 교회 속의 하느님이신 주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두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하느님
을 예배하게 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번에는 내가 모든 나의 재앙들을...보낼 것이다”란 오고 있는 
모든 악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돌진할련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네 
심정 안으로”란 가장 깊은 것 안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종
들 안으로, 그리고 네 백성 안으로”란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모
든 것들 안으로를 의미한다. “너는 온 땅에서 나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련지 모른다”란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이로
부터 알게 만들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 지금 나는 내 손을 내  것이다”란 모든 소통함이 거두어 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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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네 백성을 염병으로 세게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으로부
터 절단될 것이다.
16 그러나 내가 너로 아직 서있
게 한 원인은 네가 내 권능을 보
도록,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서 말해질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17 아직까지 너는 내 백성에 맞
서 네 자신을 드높여,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고 있다.
18 보라, 내일 이 때 쯤 나는 매
우 비통한 우박을 내리게 할 것
인바, 이와같은 것은 이집트가 세
워진 이래 지금까지 이집트에 있
지 않았었다.

19 그리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네 소들을 모아 들이라, 그리고 
네가 들판에 가진 모든 것, 들판
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람과 짐승
을 모아 들이라, 그리고 집으로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
박이 그들 위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20 바로의 종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그의 소들을 집으로 피신하게 했
다.
21 그리고 그의 심정에 여호와의 
말을 놓아 두지 않았던 자는 그
의 종들과 그의 소들을 들판에 
남겨 두었다.

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너와 네 백성을 염병으로 세게 칠 것이
다”란 이러므로 해서 있는 완전한 황폐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땅으로부터 절단될 것이다”란 이러므로해서 교회에 속하는 것들
을 통하여 소통함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너로 아직 서있게 한 원인은...”이란 소통은 아직 
남아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들은 질서 때문에 상태들을 통하여 
지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네가 내 권능을 볼런지 모른다”란 그들
은 신성한 권능이 얼마나 위 한지 주목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서 말해질런지 모른다”란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인정될런
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너는 내 백성에 맞서 네 자신을 드높이고 있다”란 그
는 아직도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침입하는 것을 단념 않고 
있다를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고 있다”란 그리고 아
직까지도 그들을 놓아두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보라, 내일 이 때 쯤 나는 매우 비통한 우박을 비로 오게 할 것
이다”란 거짓들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의 모든 것을 파괴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
까지 이집트에 있지 않았었다”란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이와같은 
파멸은 다른 것들과 더불어 없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8:22, 13:9,11, 이사야 30:30,31, 29:2,17, 
시편 105:32,33, 147:16,17, 18:12-15, 계시록 8:7, 여호수아 
10:11.
19-21절. “그리고 지금 사람을 보내서, 네 소들을 모아 들이라”
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수집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들판에 가진 모든 것”이란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과 짐승”이란 내면과 외면의 선을 의미한다. “들판에서 발견
될 것...”이란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으로 가
져오지 않을 것이다”이란 비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박이 그들 위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란 
그들은 거짓으로 해서 확실히 파괴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바로의 종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한 자”란 주님 속에 
있었던 자연적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의 종들과 
그의 소들을 집으로 피신하게 했다”란 그들은 내면 안에 저장하
고 비축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심정에 여호와의 말을 놓아 두지 않았던 자”란 주
님으로부터 있었던 것들을 의미한다. “그의 종들과 그의 소들을 
들판에 남겨 두었다”란 그들은 저장하지 않았고 비축도 하지 않
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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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네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거라,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토
지에, 사람 위에, 짐승 위에, 그리
고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들판의 
모든 풀잎 위에 우박이 있을 것
이다.
23 그리고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지팡이를 뻗었다. 그리고 여
호와께서는 목소리들과 우박을 
주셨다, 그리고 불이 땅으로 걸어 
다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집트의 토지 위에서 그것을 비와 
우박으로 만드셨다.
24 우박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우박 한가운데서 불이 걷고 있었
다, 매우 비통했다, 이같은 일은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 이집트
의 모든 토지에서 있은 적이 없
었다. 
25 그리고 우박은 이집트의 토지
에서 들판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으로부터 짐승에게 까지 강타했
다, 그리고 우박은 들판의 모든 
풀잎을 세게 쳤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나무는 부러졌다.

26 고센의 토지에서만, 이스라엘
의 아들들이 있었던 곳만은 우박
이 없었다.

27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냈
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

22-2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명령을 의미
한다. “네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거라”란 주목함, 그리고 천국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우박이 있
을 것이다”란 자연적 마음에서 파괴를 일삼는 거짓을 의미한다. 
“사람 위에, 짐승 위에”란 내면과 외면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들판의 모든 풀잎 위에”란 자연적 마음에 
있는 교회의 모든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그의 지팡이를 뻗었다”란 천국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목소리들을 주셨다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소통을 분리하고 철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박“이란 이런 선들과 진리들을 파괴하는 거
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이 땅으로 걸어 다녔다“란 탐욕들의 악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 위에 그것을 
비와 우박으로 만드셨다”란 악의 거짓을 수단으로 점유되어진 자
연적 마음을 의미한다.
 “우박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우박 한가운데서 불이 걷고 있었
다, 매우 비통했다”란 악의 탐욕들과 더불어 함께 한 거짓의 설득
들을 의미한다. “이같은 일은...이집트의 모든 토지에서 있은 적이 
없었다”란 여느 다른 사람들도 자연적 마음의 이런 상태를 갖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란 선과 이 선으로
부터 파생되는 진리의 인정을 할 수있게 만들어졌던 그 날로부터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박은 이집트의 토지에서...강타했다”란 거짓이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이란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를 의미한다, “사람으
로부터 짐승에 까지”란 그것의 내면과 외면의 선을 의미한다. “우
박은 들판의 모든 풀잎을 세게 쳤다”란 이러한 거짓들은 교회의 
모든 진리를 파괴했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나무는 부러졌다”란 
거짓들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고센의 토지에서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던 곳만은 우박이 
없었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있었던 곳은 파괴되지 않
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24,26, 시편 104:14, 23:2,3, 이사야 
15:6, 42:15, 예레미야 12:4, 14:5,6, 요엘 2:22, 아모스 7:2, 계
시록 9:1,4, 이사야 30:29-31, 요엘 2:10,11, 3:16, 시편 
18:13,14, 77:17,18, 29:3-9, 요한복음 10:1,3,4.
27-30절. “그리고 바로는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을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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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
가 이번에 죄를 지었다. 여호와가 
올바르시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
은 사악했다.
28 너는 여호와께 간청해라, 하
느님의 목소리들과 우박의 충분
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는 너를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마라.
29 그리고 모세가 그에게 말했
다, 내가 성 밖으로 나가자 마자, 
나는 내 손바닥들을 여호와에게 
펼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들은 중
단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우박도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런지 모른다.
30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종들, 
너희들이 여호와 하느님의 얼굴
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
을 나는 알고 있다.
31 그리고 아마와 보리는 내려침
을 당하였다. 그 이유는 보리는 
익어가는 이삭이었고, 아마는 줄
기이었기 때문이다.
32 그리고 과 쌀보리는 내려침
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
는 그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
다.
33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으로부
터 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의 손바닥을 여호와께 펼쳤다. 그
리고 목소리들과 우박은 중지 되
었다. 그리고 비는 땅 위에 쏟아
지지 않았다.
34 그리고 바로는 비와 우박과 

들에게 말했다”란 굴욕을 의미한다. “내가 이 번에 죄를 지었다”
란 선과 진리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여호와가 올바르시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했다”란 신성한 선은 침입하는 이들
의 악의를 참아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이다를 의미
한다.
 “너는 여호와께 간청해라”란 그들은 조정될것이다를 의미한다. 
“하느님의 목소리들과 우박의 충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란 만일 
이러한 거짓들이 (침입함을) 중지하기로 함이 있었다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머
무르지 마라”란 그들은 그들을 떠나게 하고 더 이상 붙들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란 응답을 의미한다. “내가 성 밖
으로 나가자 마자”란 분리를 의미한다. “나는 내 손바닥들을 여호
와에게 펼 것이다”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목소리들은 중단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우박도 있지 않을 것이다”란 이 상태가 
끝남을 의미한다. “당신은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런지 모른다”
란 이로부터 주님이 교회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가 알려진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종들, 너희들이 여호와 하느님의 얼굴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란 침입한 그들
은 아직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를 의미한다.
31-35절. “그리고 아마”란 자연적인 것의 외면에 있는 진리를 의
미한다. “보리”란 그것의 선을 의미한다. “내려침을 당하였다”란 
그들은 파괴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보리는 익어가는 이
삭이었고, 아마는 줄기이었기 때문이다”란 이 선과 진리는 앞으로 
나와 서서 아래쪽을 쳐다 보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과 쌀보리(spelt)”란 자연적인 것의 내면에 있는 선과 
그것의 진리를 의미한다. “내려침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란 그들은 
파괴되지 아니 하였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숨겨져 있
었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앞으로 나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고 그들은 안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으로부터 성 밖으로 나갔다”란 그들로부
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을 여호와께 펼쳤다”
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목소리들과 우박은 중지 되었다”란 
이 상태의 끝남이 있었다를 의미한다. “비는 땅 위에 쏟아지지 않
았다”란 이러한 거짓들은 더 나타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보았다”란 주목했음을 의미한다. “비와 우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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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들이 그친 것을 보았다, 그
리고 그는 아직 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
었다, 그와 그의 종들.
35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단단하
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
라엘의 아들들을 가게 하지 않았
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수단
으로 말하신 로 였다.

10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라. 그 
이유는 내가 그와 그의 종들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내가 그들의 한 가운
데에 이러한 나의 표시들을 놓을
런지 모른다.
2 그리고 너는 네 아들의 귀에, 
네 아들의 아들의 귀에 내가 이
집트에서 어떤 것을 작업했었는
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놓은 
나의 표시들, 그리고 내가 여호와

목소리들이 그친 것을 보았다”란 이 상태의 끝이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아직 더 죄를 지었다”란 지금까지로 보아서 철회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심정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와 그의 
종들”이란 걍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란 악으로부터 그들
은 결정하고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을 가게 하지 않았다”란 그들은 그들을 놓아 두지 않았다를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로...”란 예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모세의 손을 수단으로”이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을 수단으로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5:6, 다니엘 10:5, 에스겔 9:2, 44:17,18, 
예레미야 13:1-7, 이사야 19:9, 마태복음 24:17,18, 요엘 
1:9-11, 사사기 7:13.

내적 의미 요약
  9장에서도,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을 침입하는 것들의 황폐
됨이라는 주제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적 의미에서, 
이 황폐함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의 등급에 해당되는 
황폐함이 묘사되어 있다. 즉 염병, 악성 종기, 우박의 비이다. 이
를 수단으로 그들 사이에 교회에 속하는 것들에 관련하여 황폐됨
이 의미되고 있다.

10
내적 의미 해설

1-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란 명령을 의미
한다. “바로에게 가라”란 침입하는 이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와 그의 종들의 심정을 무
겁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란 일반적으로 그들 모두는 결정되어졌
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가 그들의 한 가운데에 이러한 나의 표
시들을 놓을런지 모른다”란 악한 자는 자기가 악 안에 있다는 것
을 알런지 모른다, 그리고 선한 자는 악하게 사는 교회 내에 있는 
이들의 상태에 관해 계발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의 귀에, 네 아들의 아들의 귀에 내가 이집
트에서 어떤 것을 작업했었는지 말할런지 모른다”란 진리와 선 
속에 있는 그들은 무엇이 교회 속에 있는 것들에 일어났는지와 
직바른 사람에 침입한 것이 무엇인지 알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놓은 나의 표시들”이란  그들은 교회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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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너희가 알도록 말할런지 모
른다.

3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
게 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러하게 말하신다, 얼마나 오랫
동안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지기
를 거절하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4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
기를 거절한다면 보라 내일 나는 
네 경계 안으로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5 그리고 그것은 이 토지의 표면
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도 이 토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박으로부터 너
에게 남아 피신된 잔여물을 게걸
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들판으로부터 너에게 싹
을 내는 모든 나무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
6 그리고 네 집들과 모든 너의 
종들의 집들, 그리고 이집트인들
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 이것은 
네 아버지들이 보지 않았고, 네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이 오늘날 
까지 지면 위에 있어온 날들 이
래,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뒤
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앞으
로부터 나갔다.

7 그리고 바로의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얼마나 오랫 동안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게 할 것입

있는 이들의 상태와 악하게 사는 이들의 상태에 관하여 계발될런
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도록”
이란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가 그들에게 알려질런지 모른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왔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식별함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러하게 말하신다란 교회 속의 
하느님이신 주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의미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거절하느냐?”란 불순종을 의미한다. 
“내 백성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 두면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기를 거절한다면”이란 만일 그들이 
그들을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면을 의미한다. “보라 내일 나는 네 
경계 안으로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란 거짓이 그들의 맨 끝을 점
유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토지의 표면을 덮을 것이다”란 거기로부터 파
생된 자연적 마음 속의 최말단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사
람도 이 토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란 그 결과로 자연적 마음 전
체가 어두워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박으로부터 너에게 
남아 피신된 잔여물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이다”란 진리로부
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진됨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것은 들판으로부터 너에게 싹을 내는 모든 나무를 게걸스
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란 그들이 교회로부터 가지는 모든 지식
들이 소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집들과 모든 너의 종들의 집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집들을 채울 것이다”란 거짓이 자연적인 것에서 전반적으로, 세부
적으로, 그것의 내면으로부터 외면 까지 지배할 것이다를 의미한
다. “이것은 네 아버지들이 보지 않았고, 네 아버지들의 아버지들
이 오늘날 까지 지면 위에 있어온 날들 이래, 보지 않았다”란 고

 때로부터 이와 같은 거짓은 거기 있는 것 같은 교회 안에 있
어오지 않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뒤를 바라보았다, 그
리고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란 식별함이 결여되었음, 그리고 분
리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나흠 3:15-17, 요엘 1:4-7, 2:24,25, 신명기 
28:38,39, 계시록 9:3-11.
7-11절. “그리고 바로의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로부터의 경고를 의미한다. “얼마나 오랫 동안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게 할 것입니까?”란 그러므로해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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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당신
은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
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8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게 데려와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
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여호
와 너희 하느님을 섬기라. 누구와 
누구가 갈 것이냐?
9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소년들과 우리의 늙은 사
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목축떼와 
함께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이
유는 우리는 여호와께 잔치를 베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
다, 내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렇
게 여호와는 너희와 너희 아기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악이 너
희 얼굴들 앞에 있다는 것을 보
고 있다.
11 그렇지 않은바, 바라건  너
는 젊은이들과 가라, 그리고 여호
와를 섬기라. 그 이유는 네가 이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는 그들을 바로의 얼굴로부
터 쫓아냈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자신들의 악에 붙잡혀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
시오”란 그들을 떠나게 해서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 주님을 예배
하게 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당신은 이집
트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란 발생되었던 
것으로부터 이런 단순 소박한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는 피신할 
곳 없는 곳인 지옥 안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데려와졌다”란 그 결과 신성으
로부터의 진리가 현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기울어짐을 의미한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 너희 하느
님을 섬기라”란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떠날 것이
다를 의미한다. “누구와 누구가 갈 것이냐?”란 어떤 것이 남아 있
을 것인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
년들과 우리의 늙은 사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란 단순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의미한다.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란 진
리에 한 애착심을 지닌 이들, 선에 애착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목축떼와 함께 우리는 갈 것입니다”란 내
면의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외면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
미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여호와께 잔치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란 모든 것과 각각의 것을 수단으로 주님을 예배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조롱함을 의미한다. “내가 너
희를 가게 할 때 그렇게 여호와도 너희와 너희 아기와 함께 있을 
것이다”란 만일 그들이 떠나졌다면 마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
는 것 처럼을 의미한다. “너는 악이 너희 얼굴들 앞에 있다는 것
을 보고 있다”란 바램 안에 선이 없다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란 부정을 의미한다. “바라건  너는 젊은이들과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란 확증한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
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떠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
는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란 그러므로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바로의 얼굴로부터 쫓아냈다”란 침입자들의 의지는 신성으로부터
의 진리에 완전히 반 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13:7, 예레미야 30:1, 아모스 4:10, 8:12,13, 
예레미야 9:21, 49:25,26, 50:30, 예레미야 애가 1:18.
12-1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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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하셨다, 네 손을 메뚜기를 
위해 이집트의 토지 위에 뻗쳐라,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의 토지 위
에 올라 올 것이다, 그리고 토지
의 모든 풀잎, 우박이 남겼던 풀
잎들 까지 게걸스러게 먹어 치울 
것이다.
13 그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이집트의 토지 위로 뻗었다, 그리
고 여호와께서는 그 날에, 그리고 
밤이 새도록 토지 위에 동풍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
을 때, 동풍은 메뚜기를 가져왔
다.
14 그리고 메뚜기는 이집트의 모
든 토지 너머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경계 안에서 쉬었
다, 매우 비참했다. 이와 같은 메
뚜기는 이전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 이와 같은 것은 있
지 않을 것이다.
15 그리고 그것은 토지 전체를 
덮었다. 그리고 토지는 어두워졌
다. 그리고 그것은 토지의 모든 
풀잎, 그리고 우박이 남겼던 나무
의 모든 과일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그리고 어느 초록이다 하
는 것들이 나무에서, 그리고 들판
의 풀잎에서, 이집트의 토지 전체
에서 남아 있지 않았다.

의미한다. “네 손을 메뚜기를 위해 이집트의 토지 위에 뻗쳐라”란 
거짓이 침입자들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점유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의 토지 위에 올라 올 것이다”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안으로 쏟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의 모든 풀잎을...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란 모든 진리
가 소진됨을 의미한다. “우박이 남겼던 풀잎들 까지”란 이는 이전
의 거짓이 소진되지 않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이집트의 토지 위로 뻗었다”란 신
성으로부터의 권능이 침입자들 속의 자연적인 것 전체를 통치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토지 위에 동풍을 가져오셨
다”란 파멸의 수단들을 의미한다. “온 낮과 온 밤에”란 침입들과 
더불어 있는 희미한 것, 희미하지 않은 것 모두에서, 지각의 모든 
것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란 질서 안에 있는 
천국의 상태를 의미한다. “동풍은 메뚜기를 가져왔다”란 파멸의 
수단을 통하여 있는 침입자들과 더불은 지독한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메뚜기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 너머로 올라갔다”란 자연
적인 것의 모든 것 안으로 거짓을 쏟아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집트의 모든 경계 안에서 쉬었다”란 거기 맨 끝으로부터를 의미
한다. “매우 비참했다”란 그것은 모든 것, 그리고 각각에 널리 퍼
졌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메뚜기는 이전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란 이와 같은 거
짓은 교회의 처음 때로부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있지 않을 것이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토지 전체를 덮었다”란 그것은 자연적 마음의 최
말단을 점유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는 어두워졌다”란 거짓
이 진리가 있었던 곳 안에 가져와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은 토지의 모든 풀잎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란 그것은 진리에 
관한 모든 기억 속의 지식을 소진시켰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
박이 남겼던 나무의 모든 과일”이란 선에 관하여 아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초록이다 하는 것들이...남아 있지 않았
다”란 진리의 모든 감성이 말살되어 졌다를 의미한다. “들판의 나
무에서, 그리고 들판의 풀잎에서”란  교회 속의 앎과 기억적 지식
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 전체에서”란 자연저인 것의 
모든 측면에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7;19, 8:5, 8:16, 9:22, 여호수아 
8:18,19,26, 이사야 5:25, 에스겔 14:9,13, 25:7,  25:13,16, 
35:3, 이사야 31:3, 스바냐 1:4, 2:13, 이사야 14;27,28, 예레미
야 21:5, 이사야 9:12, 17, 10:4, 예레미야 21:5, 이사야 9:12,17, 
10:4, 예레미야 27:5, 32:17, 이사야 40:22, 42:5,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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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성급히 불렀다. 그리고 그는 말했
다, 내가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에게.
17 그리고 지금 바라건  이번 
한번만 내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너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간청
해서, 그분이 이 죽음만을 내 위
로부터 제거하게 하라.
18 그리고 그는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청했
다.
19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극도로 
강한 바닷 바람을 돌리셨다. 그리
고 메뚜기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것을 수프 바다 안으로 던졌다. 
한 마리의 메뚜기도 이집트의 모
든 경계 안에 남아 있지 않았다.
2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 그리
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가
게 하지 않았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네 손을 하늘을 향
하여 뻗거라, 그리고 이집트의 토
지에 짙은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짙은 어둠 안에
서 손으로 더듬거릴 것이다.
22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하
늘을 향하여 뻗었다. 그리고 삼 
일 동안 이집트의 토지 전체에 
매우 짙은 어둠이 있었다.
23 삼 일 동안 그들은 그의 형제 

51:15, 스가랴 12:1, 요한복음 1:1,3, 예레미야 18:17, 에스겔 
17:10, 에스겔 19:12, 호세아 13:15, 시편 48:7, 에스겔 27:26, 
호세아 12;1, 마태복음 6:23, 8:12, 요한복음 3:19, 12:35,46, 이
사야 5:20, 예레미야 13:16, 에스겔 32:7,8, 스바냐 1:15, 이사야 
15:6, 계시록 9:4.
16-20절.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성급히 불렀다”란 그 다
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두려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
했다, 내가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에게”란 
그들이 신성이신 분과 진리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바라건  이번 한번만 내 죄를 용서하라”란 그들의 
불순종은 주목해 보아서는 안될 것을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간청해라”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분이 이 죽음
만을 내 위로부터 제거하게 하라”란 이 거짓이 괴롭히지 않도록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란 분리를 의미한다. “그
리고 여호와께 간청했다”란 중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극도로 강한 바닷 바람을 돌리셨다”란 천
국을 통하여 있는 신성의 유입이 중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메
뚜기를 가져갔다”란 이 상태가 끝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프 바다 (갈 들의 바다, 홍해) 안으로 던졌다”란 지옥 안으로
를 의미한다. “한 마리의 메뚜기도 이집트의 모든 경계 안에 남아 
있지 않았다”란 맨 끝자리에 있던 이러한 거짓들은 더 이상 나타
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란 침입
자가 결심을 굳혔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을 가게 하지 않았다”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의 이들을 놓아두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21-2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
미한다. “네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거라”란 천국에 있는 신성으로
부터의 진리의 권능이 통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
에 짙은 어둠이 있을 것이다”란 진리와 선이 완전히 결핍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짙은 어둠 안에서 손으로 더듬거릴 것
이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지닌 짙은 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뻗었다”란 천국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권능이 통치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
지 전체에 매우 짙은 어둠이 있었다”란 선과 진리의 완전한 결핍
을 의미한다.
 “삼 일 동안”이란 가득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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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
도 자기 아래 있던 것으로부터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스
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것은 그들
의 거주지에서 빛을 가졌다.

24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불렀
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가서, 여
호와를 섬기라. 오직 네 양떼와 
목축떼만 머물 것이다. 너희 아기
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25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또한 
당신은 우리의 손에 제물과 번제
물을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하느
님 여호와에게 그것을 수행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6 그리고 우리의 소들 또한 우
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한 발굽
도 뒤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
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우
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가져가
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
리는 저쪽에 당도할 때까지 무엇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27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리
고 그는 그들을 가게 하지 않았
다.
28 그리고 바로는 그에게 말했
다, 내 앞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려 하지 않도
록 네 자신을 주의시켜라, 그 이
유가 네가 내 얼굴을 보는 그 날 
너는 죽을 것이다.

제 사람을 보지 못했다”란 그들은 어떤 선 속의 진리도 지각하지 
못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아래 있던 것으로부터 
일어서지를 못했다”란 거기에 마음의 승강이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것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빛을 
가졌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들의 어느 곳
에서든지 계발됨을 가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9:9,10, 아모스 5:20, 요엘 2:1,2, 스바냐 
1:15, 이사야 8:22, 29:18, 58:10.
24-29절.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법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란 그들은 떠나져서, 그들의 하느님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의
미한다. “오직 네 양떼와 목축떼만 머물 것이다”란 그러나 선으로
부터가 아닌...을 의미한다. “너희 아기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란 그것은 진리로부터 행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또한 당신은 우리의 
손에 제물과 번제물을 주어서...”란 그들은 예배가 수행되어지도록 
예배의 수단들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를 의
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그것을 수행하게 해주
어야 할 것입니다”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들 또한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란 그것은 
진리의 선으로부터 일 것이다를 의미한다. “한 발굽도 뒤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결핍함이 있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우
리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란 그것으
로부터 주님은 예배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란 무엇 가지고 
예배가 수행되어야만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를 의미한다. 
“저쪽에 당도할 때 까지”란 그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만 있
는 이들로부터 옮겨지기 전 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굳어지게 만들었다”란 그들
은 신성에 맞서기로 결정을 보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
들을 가게 하지 않았다”란 그들은 그들을 놓아 둘 마음이 없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에게 말했다”란 그 다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에 맞서 분노가 뜨거움을 키우고 있다를 의미한다. “내 앞에서 나
가라”란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것도 기꺼이 알려 하지 않았
다를 의미한다. “너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려 하지 않도록 네 자
신을 주의시켜라”란 그것은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 가지 않았
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네가 내 얼굴을 보는 그 날 너는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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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당신
은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
신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11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아직 재앙 하나를 내가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에 더 가
져 올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너를 
여기로부터 가게 할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가게 할 때, 그는 여기
로부터 너를 몰아낼 것이다.
2 지금 백성들의 귀에 말하라, 그
리고 그들이 그의 동료로부터의 
남자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로부
터의 여인에게 은 그릇과 금 그
릇을 물으라.
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감을 갖
게 하셨다. 더욱이 인간 모세는 

것이다”란 만일 그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 갔다면 그것은 뿌리뽑
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답을 의미한다. “당신은 올바르게 
말했습니다”란 진리로부터도 그것은 그러하다를 의미한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들 안으로 들어 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7:3, 에스겔 26:10,11, 32:12-14, 미가 
4:13, 스가랴 11:16,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침입하
는 이들의 황폐해짐에 관하여 더 계속되었다. 황폐함의 아홉 번째
와 열 번 째 상태, 또는 등급이 “메뚜기”와 짙은 “어둠”에 의해 의
미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그들과 더불어 있
는 교회 속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했다. 

11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미
한다. 아직 재앙 하나를 내가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에 더 가져 
올 것이다란 황폐의 끝, 즉 지옥에 떨어짐이다. “그 후에 그는 너
를 여기로부터 가게 할 것이다”란 그 다음 그들은 떠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가 모든 것을 가게 할 때, 그는 여기로부터 너를 몰
아낼 것이다”란 그들은 그들을 확실히 떠나게 할 것, 그리고 그들
을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 그들은 떠나는 그들 앞에 얼씬거리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백성들의 귀에 말하라”란 가르침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이 그의 동료로부터의 남자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로부
터의 여인에게 은 그릇과 금 그릇을 물으라”란 교회 속에 있어 
왔던 악한 자들로부터 거두어진 진리와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
은 그 교회 속에 있는 선한 자들에게 수여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감을 갖
게 하셨다”란 재앙들 때문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악 안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간 모
세는 이집트의 토지에서...매우 위 했다”란 지금 신성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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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토지에서, 바로의 종들
의 눈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서 매우 위 했다.

4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이러하
게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한밤중
에 나는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나
갈 것이다.
5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 왕좌 에 이제 막 
오르려 하는 바로의 첫 출생으로
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출생 까지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출생도 죽을 것
이다.
6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 전체에
는 큰 울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경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
로도 없을 것이다.
7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들에게 개는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인바, 사람으로부터 짐승
에게 까지 이다. 이는 너희가 여
호와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도
록 하려 해서 이다.

8 그리고 모든 이들 그 의 종들
이 나에게 내려 올 것이다, 그리
고 스스로 나에게 절하며, 말하기
를, 당신은 나가라, 당신과 당신
의 발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가
라. 그후 나는 나갈 것이다. 그리
고 그는 성냄이 격노하여 바로 
앞으로부터 나갔다.

진리를 존경함을 의미한다. “바로의 종들의 눈에서, 그리고 백성
들의 눈에서”란 거기 종속되어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도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5:25,28-30, 누가복음 19:24-26, 마태
복음 13:12, 마가복음 4:24,25, 이사야 23:18, 미가 4:13.
4-8절.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이러하게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한밤중에”란 황폐함이 절 적일 때를 의
미한다. “나는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나갈 것이다”란 그 다음 각처
에서 신성의 현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은 죽을 것이다”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은 지옥으로 떨어짐을 의미한다. “왕좌 
에 이제 막 오르려 하는 바로의 첫 출생으로부터”란 첫 번째 자
리에 있는 믿음 속의 왜곡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출생 까지도”란 마지막 번째 자리에 있는 믿음 속의 
왜곡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출생”이란 믿
음 속의 섞음질된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토지 전체에는 큰 울음이 있을 것이다”란 내면
의 통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광경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란 이 상태와 비슷한 상태는 있어질 수 없었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개는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해도 지옥에 떨어지거나 통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를 의미
한다. “이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 까지”이란 진리 측면에 관련
해서도 아니고 선의 측면에 관련해서도 아니다를 의미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 해서 이다”란 악 가운데 있는 이들과 선 가운
데 있는 이들 사이에 본성의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가 알려질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이들 그 의 종들이 나에게 내려 올 것이다”란 종
속된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절하며”란 신성으
로부터의 진리 때문에 갖는 두려움으로부터 굽신거림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당신은 나가라, 당신과 당신의 발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란 그들은 가장 높은 신성으로부터 가장 낮은 신성 까지 
신성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 하는 
탄원을 의미한다. “그후 나는 나갈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
리는 떠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성냄이 격노하여 바
로 앞으로부터 나갔다”란 신성한 진리의 현존이 이제 막 지옥에 
떨어지려는 이들로부터 산산 조각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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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바로는 너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내 경이로움이 이집
트의 토지에서 배가될런지 모른
다.
10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경이로움들을 행
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 그
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의 토지 밖으로 가게 하지 않
았다.

12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
론에게 이집트의 토지에서 말하
셨다, 말하시기를,
2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머리
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달들 안에서 첫 번째이다.
3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
게 말하라, 말하기를, 이 달의 열 

  참조 성서. 마태복음 7:22,23, 24:41, 15:26-28, 마가복음 
7:27,28, 이사야 56:10, 시편 59:6,7,14, 68:23, 마태복음 7:6.
9-10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정보를 제
공함을 의미한다. “바로는 너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란 불순종
을 의미한다. “내 경이로움이 이집트의 토지에서 배가될런지 모른
다”란 그들은 믿음 없이 단지 악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경이로움들을 행했
다”란 이런 황폐해짐들, 그 결과로 그들이 악에 있었다는 확증들
은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수단으로 결과되어졌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심정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란 
그들은 결정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이 그의 토지 밖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란 그들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두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2:2,3, 마태복음 10:26,27, 마가복음 
4:22.

내적 의미 요약
  11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이 지옥에 떨어짐이다. 이것이 한밤에 죽음에게 넘겨진 이집
트의 첫 출생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진리와 선에 관
한 기억적 지식이 영적 교회 속의 이들에세 옮겨진다. 이 지식들
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묻는 은 그릇과 금 그릇
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12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말하셨다”란 신성으
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통지함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에
서”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이 침입자들의 근처에 아직 있었
을 때를 의미한다.
 “말하시기를,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머리이다”란 이 상태는 모
든 상태들 중에서 제1의 상태이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달들 안에서 첫 번 째이다”란 이 제1의 상태로부터 그 다
음의 모든 상태들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3-6절.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라, 말하기를”이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통지함을 따라 있는 유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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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에
게 그의 가문의 집을 위한 어린 
양을, 집을 위한 어린 양을 가져
오라. 
4 그리고 어느 집이 어린 양에 
비해 너무 작으면 혼들의 숫자를 
셈에서 자기와 그 집에서 가까운 
그의 이웃을 보태라. 너는 각 사
람이 먹을 분량에 따라 어린 양
을 계산하라.
5 흠이 없고, 수컷이고, 일 년 된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 있을 것
이다. 너희는 그것을 어린 양들로
부터와 암염소들로부터 가져올 
것이다.
6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달의 십사 일 까지 간직할 것
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모임이 그것을 두 저녁들 
사이에서 죽일 것이다.

7 그리고 그들은 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
을 먹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
방에 놓으라.
8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로 굽고, 그리고 누룩 없
는 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쓴 것
에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9 너희는 그것을 날로, 그리고 물
로 끊여서 먹지마라, 그러나 불로 
구워라.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그
것의 사이에 있는 것들이다.

의미한다. “이 달의 열 번째에서”란 내면들이 시작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에게...어린 양을 가져오라”란 순진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그들의 가문의 집을 위해, 그리고 집을 위
한 어린 양”이란 각각의 것의 특별한 선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집이 어린 양에 비해 너무 작으면”이란 만일 세부
적인 선이 순진을 위해 충분치 않다면을 의미한다. “자기와 그 집
에서 가까운 그의 이웃을 보태라”란 진리로부터의 가장 가까운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혼들의 숫자를 셈에서, 너는 각 사람이 
먹을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라”란 순진을 제 것되게 함에 
따라, 선으로부터의 많은 진리들로부터 순진에 일치하여 선을 채
움을 의미한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란 오점이 없는 순진을 의미한다. “수컷”이
란 선행으로부터의 믿음 속에 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일 년 된 것
이 너희를 위해 있을 것이다”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너희는 
그것을 어린 양들로부터와 암염소들로부터 가져올 것이다”란 순
진의 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간직할 것이다”란 시작에 있는 
때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달의 십사 일에”란 거룩한 상태 안으
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모임이 그것을...
죽일 것이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것에 의해 즐거움이 마련됨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6;13, 신명기 16:6, 다니엘 8:13,14, 스가
랴 45:7, 스바냐 2:7, 예레미야 6:4, 시편 90:6.
7-11절. “그리고 그들은 피를 가져 올 것이다”란 순진의 선 속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피를...두 문설주와 상
인방에 놓으라”란 자연적인 것 속의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집 위에”란 선으로부터 의지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
다.“그들이 그것을 먹는...”이란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란 선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 밤에”란 악한 자가 지옥에 떨어짐에 따라서를 의미
한다. “불로 굽고”란 사랑 속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누룩 없는 
것”이란 모든 거짓으로부터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쓴 것들”이란 
시험들로부터의 매우 기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란 즐거움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
것을 날로 먹지 마라”란 영적인 모든 선은 사랑 없이 있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물로 끊여서”란 영적인 모든 선은 진리로부
터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불로 구워라”란 영
적인 모든 선은 사랑으로부터 나아 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것
의 머리와 다리와 그것의 사이에 있는 것들”이란 가장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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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너희는 아침 까지 그
것을 남겨두지 말 것이다. 그리고 
아침 까지 남아 있는 것을 너희
는 불로 태워야 할 것이다.
11 그리고 이러하게 너희는 그것
을 먹을 것이다. 너희의 허리들에 
띠를 두르라, 너희의 발은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너희 손은 지팡이
를 잡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성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2 그리고 나는 그 밤에 이집트
의 토지를 통과하여 지나 갈 것
이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의 토지
에 있는 첫 출생,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까지 모두 세게 칠 것이
다. 그리고 나는 에짐트의 모든 
신들 위에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13 그리고 피는 네가 있는 집이
라는 표시를 위한 것이리라. 그리
고 나는 그 피를 볼 것이고, 그리
고 나는 너를 지나 칠 것이다, 그
리고 내가 이집트의 토지를 칠 
때, 파괴함을 위한 재앙이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14 그리고 이 날은 너희에게 기
념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손 로 

부터 외부까지를 의미한다.
 “너희는 아침 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 것이다”란 천국에서 계발
되는 상태에 앞서 있는 상태의 지속 기간을 의미한다. “아침 까지 
남아 있는 것을 너희는 불로 태워야 할 것이다”란 시험들을 통하
여 끝냄을 위한 수단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하게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란 침입했던 악한 자로부
터 분리된 상태와 그런 다음 보존받는 상태에서 있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너희의 허리들에 띠를 두르라”란 내면들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너희의 발은 신을 신어라”란 외면들에 관련하여를 의
미한다. “그리고 너희 손은 지팡이를 잡아라”란 중재함에 속하는 
것들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성급히 먹어
라”란 분리됨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다”란 주님의 현존하심과 그분에 의해 자유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6:5,8,9, 11:13,18,26, 에스겔 45:18,19, 
46:2, 요한복음 6:53-55, 계시록 19:17,18, 요한복음 21:9,13, 
이사야 44:16,19, 5:20, 24:9, 15:23-25, 요한복음 8:10,11, 마
태복음 24:17,18, 스가랴 14:21.
12-16절. “그리고 나는...이집트의 토지를 통과하여 지나 갈 것이
다”란 침입했던 이들에게 현존하심을 의미한다.“그 밤에”란 그들
의 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
든 첫 출생을 세게 칠 것이다”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사람으로부터 짐승 까지 
조차”란 내면적, 외면적 그들의 악한 탐욕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에짐트의 모든 신들 위에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들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이다”란 
주님, 그븐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피”란 순진 속의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네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를 위한 것이리라”란 그것은 의지가 선으로부
터임을 증거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 피를 볼 것이고...”
란 지옥에 떨어짐을 당하는 이들에 의해 이 진리가 주목됨을 의
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나 칠 것이다”란 지옥으로부터의 기
운은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속에 있는 이들부터는 달아날 것
이다를 의미한다. “파괴함을 위한 재앙이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
다”란 지옥으로부터의 저주가 흘러들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로 있게 될 것이다”란 예배에 
있는 이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여호와
에게 드리는 축제로 간직할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짐에서 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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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에게 드리는 축제로 간직
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규례를 
수단으로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15 일곱 째 날 너희는 누룩 없는 
것을 먹을 것이다. 첫째 날부터 
너희는 누룩이 너희의 집으로부
터 중지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까지 에서 누룩이 있는 것을 먹
는 모든 이 각각은 그 혼이 이스
라엘로부터 절단되기 까지 할 것 
이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첫째 날에 너희를 위
하여 거룩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 째 날 거룩한 집회
가 있을 것이다. 일은 그들 안에
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 각각의 혼은 먹어야만 하는 
것을 저축하라, 이것 만이 너에 
의해 행해 질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것
들을 엄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동일한 날에 나는 너희의 군

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
려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를 
수단으로 자손 로 간직할 것
이다.
18 첫째 (달)에, 그 달의 십사 
일 째, 저녁에, 너희는 누룩 없는 
것을 그 달의 이십 일일 저녁까
지 먹을 것이다.
19 칠 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게 해주신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자손 로”란 선행과 믿
음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를 의미한다. “너희는 영원한 규
례를 수단으로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
들의 편에서 천국의 질서에 따라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일곱 째 날”이란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누룩 없는 것
을 먹을 것이다”란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첫째 날
부터 너희는 누룩이 너희의 집으로부터 중지되게 해야 할 것이
다”란 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한다
를 의미한다. “누룩 있는 것을 먹는 모든 이 각각”이란 거짓을 자
신에게 제 것되게 하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 혼이 이스라엘로부
터 절단되기 까지 할 것 이기 때문이다”란 그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될 것,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의미한
다.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 까지”란 거룩함이 충만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첫째 날에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란 
시작에서 모든 것이 함께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 
째 날 거룩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란 이 상태의 끝에서도 모든 
것이 함께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일은 그들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란 그런 다음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꾸준
히 물러나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이 각각의 혼은 먹어야만 하는 
것을 저축하라”란 영적이고 천적인 선이 제 것되게 할 때를 의미
한다. “이것 만이 너에 의해 행해 질 것이다”란 이것들 만이 그들
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3:37, 신명기 16:16.
17-20절.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게 함을 엄수할 것이다”란 거기
에 거짓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동일한 
날에 나는 너희의 군 들을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 올 것이기 
때문이다”란 그런 다음 선행과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악들과 거짓들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됨이 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를 수단으로 자손 
로 간직할 것이다”란 천국의 질서에 따라 믿음과 선행으로부터 
예배함을 의미한다.
 “첫째 (달)에, 그 달의 십사 일 째”란 거룩한 상태의 시작을 의
미한다. “저녁에”란 이전 상태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의미한
다. “너희는 누룩 없는 것을 먹을 것이다”란 선을 수단으로 거짓
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진리를 내 것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 달
의 이십 일일 저녁까지”란 이 거룩한 상태의 끝을 의미한다.
 “칠 일 동안”이란 이 상태의 전체적 기간을 의미한다.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란 거짓 속의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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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이든지 그 혼은 체류자
이든, 그리고 그 토지의 출생자이
든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절
단되기 까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 너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 것
도 먹지 마라. 모든 너의 거주지
들 안에서 너는 누룩 없는 것들
을 먹을 것이다.

21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
든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
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가서 끌어
와라, 그리고 너희의 가족들에 따
라 양떼의 동물을 너에게 가져오
라. 그리고 너는 유월절 에 죽여
라.

22 그리고 너희는 우슬초 다발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물동이 
안에 있는 피 안에 담그라, 그리
고 너희는 물동이 안에 있는 피
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문설주를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누구도 아침 까지 그의 집의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

2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에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관통하
여 지나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은 인방 위에, 그리고 두 문설
주 위에 있는 피를 보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문을 지

이든 선 근처에 얼씬거리게 하지 말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
가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이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의 회
중으로부터 절단되기 까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란 거짓을 자기의 
선에 인접하게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체
류자이든, 그리고 그 토지의 출생자이든”이란 교회 안에서 태어나
지 않았던지, 교회 안에서 태어났든지 여하간 교회 속에 있는 누
구를 의미한다.
 “너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마라”란 거짓을 제 것되게 
함을 예방하기 위해 온갖 주의함을 동원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모든 너의 거주지들 안에서 너는 누룩 없는 것들을 먹을 것이다”
란 선이 있는 곳인 내면들 안에서 진리는 제 것 삼아 질 것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6,12, 13:33, 호세아 7:4.
21-24절.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현존과 유입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이해함을 계발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
했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너희는 나가서 끌어와라”란 그들은 자
신을 강요해야 할 것이다를의미한다. “양떼의 동물을 너에게 가져
오라”란 순진의 선을 받기 위해를 의미한다. “너희 가족들에 따
라”란 각각의 진리의 선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너는 유월절 에 
죽여라”란 주님의 현존하심, 그 결과 자유해짐을 위해 준비함을 
의미한다.
 “너희는 우슬초 다발을 가져오라”란 깨끗해짐을 있게 하는 수단 
중에서 외부적인 수단들을 의미한다. “그것을 피 안에 담그라”란 
순진의 선 속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물동이 안에 있
는...”이란 자연적인 것 속의 선 안에 있는...을 의미한다. “너희는 
상인방과 두 문설주를 건드릴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선들
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물동이 안에 있는 피를 가지고”란 자연적
인 것 안에 있는 순진의 선 속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너희 중 누구도 아침 까지 그의 집의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란 그들은 꾸준히 선 안에 머물러야 할 것, 그리고 진리로부
터 응시하지 말 것을 의미한다. “아침 까지”란 계발되는 상태에서 
조차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관통하여 지나 가실 것이다”란 신성의 현
존을 의미한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속에 있어 왔던 교회 속의 이들에게 지옥으로 떨어
짐이 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인방 위에, 그리고 두 문
설주 위에 있는 피를 보실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 에 있는 순진
의 선 속에 있는 거룩한 진리가 주목함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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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실 것이다, 그리고 파괴자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 네 집에 가
는 것을 허용하시지 아니할 것이
다.
24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영원히 간
직할 것이다.
25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던 
바 로,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토지에 당도하는 때,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26 그리고 장차 너의 아들들이 
너에게 이 예식이 당신에게 무엇
이냐? 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27 너희는 말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의 희생
제이다. 그 날에 그분께서 이집트
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분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의 집은 지나치셨다, 그리고 우
리의 집들은 자유롭게 하셨다. 그
리고 백성들은 그 자신을 구부렸
다, 그리고 스스로 절했다.

28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게 명령하셨던 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했다.

29 그리고 한밤중이 왔다, 여호
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 왕좌 에 이제 막 
오르려 하는 바로의 첫 출생으로
부터 구덩이의 집에 있는 포로된 

는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다”란 저주함은 거기로부터서는 도망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괴자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 네 집
에 가는 것을 허용하시지 아니할 것이다”란 지옥으로부터 오는 
거짓과 악은 의지 가까이로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영원히 간
직할 것이다”란 금후로는 모든 이것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을 위하여 신성한 질서에 따라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45:4-7, 시편 51:7, 열왕기상 4:33.
25-28절.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토지에 당도하는 때”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가질 천국에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바 로”란 말씀 안에서 약속하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란 자유함 때문에 있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장차 너의 아들들이 너에게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란 진
리에 관한 내면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 지각은 양심 속에 있다. “이 
예식이 당신에게 무엇이냐?”란 그들이 예배 안에 있는 때를 의미한
다.
 “너희는 말할 것이다”란 생각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의 희생제이다”란 자유함에 따라 있어진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분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집은 지나치셨다”란 저주함이 주님을 수단으로 그들이 붙잡고 잇
는 선들로부터서는 도망쳤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에서”란 악한 자
의 근처에서를 의미한다. “그분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에 있는 교회 속의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집들은 자유롭게 하셨
다”란 그들에게는 저주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자신을 구부렸다, 그리고 스스로 절
했다”란 입이 부끄러히 여김과 심정이 창피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로 했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그들은 신성으
로부터의 진리에 순종했다를 의미한다. “그렇게 그들은 했다”란 
의지로부터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참조성서. 누가복음 24:44,45, 18:31, 마태복음 5:17,18, 누가
복음 16:17.
29-34절. “그리고 한밤중이 왔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을 세게 치셨다”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이 지옥으로 떨
어짐을 의미한다. “왕좌 에 이제 막 오르려 하는 바로의 첫 출생
으로부터”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믿음 속의 왜곡된 진리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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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첫 출생 까지 세게 치셨다.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출생.
30 그리고 바로는 그 밤에 일어 
났다, 그리고 모든 그의 종들, 그
리고 모든 이집트인들도 일어났
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 그 이유는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31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라, 너희는 내 백성 한가운
데로부터 나가라, 너와 이스라엘
의 아들들 모두이다. 그리고 가
라, 여호와를 네 말에 따라서 섬
기라.
32 또한 너의 양떼, 또한 너희 
목축떼를 너희는 네가 말한 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또한 나를 
축복하라.
33 이집트는 그들을 이집트 밖으
로 보내는데 성급하여 백성들을 
재촉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이렇
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34 그리고 백성들은 누룩이 첨가
되기 전의 굽지 않은 빵을 그들
의 어깨 위에서 그들의 옷들로 
묶은 반죽통으로 운반했다,
3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은 그릇, 
그리고 금 그릇, 그리고 의복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미한다. “구덩이의 집에 있는 포로된 자의 첫 출생 까지”란 마지
막 번째 자리에 있는 믿음 속의 왜곡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
고 짐승의 모든 첫 출생”이란 믿음 속의 섞음질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그 밤에 일어 났다, 그리고 모든 그의 종들, 그
리고 모든 이집트인들도 일어났다”란 그들이 악으로부터의 거짓
에 자신들을 내버려두고,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할 때 모두 그리고 각각이 지옥에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이집트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란 내면의 통곡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죽은 자가 한명도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
다”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자는 한명도 없기 때문에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불렀다”란 이 상태 안에 신
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흘러듦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
라, 너희는 내 백성 한가운데로부터 나가라”란 그들은 그들로부터 
떠날 것을 의미한다. “너와 이스라엘의 아들들 모두이다”란 신성
으로부터의 그들의 진리와 함께, 그리고 선인 것을 통하여 있는 
진리와 더불어, 그리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더불어를 의미한
다. “그리고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란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것
이다를 의미한다. “네 말에 따라서”란 의지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또한 너의 양떼, 또한 너희 목축떼를 너희는 데리고...”란 내면
적, 외면적으로 있는 선행의 선들을 의미한다. “네가 말한 로”란 
의지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가라”란 그들은 함께 떠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나를 축복하라”란 그들은 중재될 것이다
를 의미한다.
 “이집트는 그들을 이집트 밖으로 보내는데 성급하여 백성들을 
재촉했다”란 혐오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그들을 빨리 떠나
도록 종용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
문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란 이러므로 그들을 위해 지옥
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누룩이 첨가되기 전의 굽지 않은 빵을...운반했
다”란 거짓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첫 상
태를 의미한다. “그들의 옷들로 묶은 반죽통”이란 애착들로부터의 
기쁨을 의미한다. 이런 기쁨들은 진리들에 부착하고 있다. “그들
의 어깨 위에서”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를 의미한다.
35,36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했다”란 
그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순종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들은 이집트인들에게 은 그릇, 그리고 금 그릇, 그리고 의복들이 
있느냐고 물었다”란 교회 속에 있어 왔던 악한 자들로부터 취해
진 진리와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선한 자



출애굽기 12- 358 -

36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감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에게 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망쳐 놓았다.
37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라암셋으로부터 숙곳으로 여행했
다, 남자였던 발의 수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육십 만이었다.

38 그리고 큰 혼합된 숫자 역시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양
떼, 그리고 목축떼, 매우 큰 습득
물.
39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집
트로부터 가져온 빵 반죽을 누룩 
없는 과자로 구웠다, 그 이유는 
그것이 누룩이 있지 않아서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내몰아졌고, 지체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여
행을 위한 어떤 준비도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
다.

40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햇수는 사백 삼
십 년이었다.
41 사백 삼십 년의 끝 날과 같은 
이 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 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갔다.

42 이것은 여호와에게 그들을 이
집트로부터 인도해내심을 위한 

들에게 수여되어지게 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감을 갖
게 하셨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저주된 이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빌려주었다”
란 그것들은 옮겨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망쳐 놓았다”란 저주됨에 있었던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황폐되게 했다를 의미한다.
37-39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라암셋으로부터 숙곳으
로 여행했다”란 떠남에서의 첫 상태와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남자였던 발의 수가 육십 만이었다”란 한 복합체 안에 있는 믿음 
속의 진리와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어린이를 제외하
고도”란 순진의 선을 의미한다.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란 인접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혼합된 숫자 역시”란 진짜이지 않은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 그리고 목축떼, 그리고 매우 큰 습득물”
이란 진리를 수단으로 내면, 외면의 선이 아주 풍부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빵 반죽을 누룩 
없는 과자로 구웠다”란  선의 진리로부터 거짓이 하나도 없는 선
이 다시 생산되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누룩이 있지 않아서
였다”란 그 이유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는 거짓이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내몰아졌고, 지
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란 그 이유는 그들이 악으로부터의 거
짓 안에 있었던 이들로부터 옮겨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여행을 위한 어떤 양식도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지 아니했
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자기들과 더불어 선과 진리로부터 다른 
자양물을 가지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7:4,5, 14:1,3,4, 21:2,17, 7:4,9, 레위기 
24:5-7.
40-42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햇수”란 
침입의 기간을 의미한다. “사백 삼십 년이었다”란 이들의 품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사백 삼십 년의 끝 날”이란 그들이 자유해졌을 때, 주님께서 오
시는 때를 의미한다. “같은 이 날에”란 그런 다음 있었다를 의미
한다. “여호와의 모든 군 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나갔다”란 
진리와 선 안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거기에 보류되어 있던 이들
이 끄집어 내졌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경계들의 밤이다”란 진리와 선 안에 있었던 
이들과 더불은 주님의 현존, 그리고 악 안에 있어 오로지 거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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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들의 그 밤이다. 이것은 여호
와에게 자손 로 있는 이스라
엘의 아들들을 위한 경계들의 그 
밤이다.

43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다, 이것은 유월
절 의 규례이다. 외국인의 아들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44 그리고 은으로 샀던 모든 남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
다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45 하숙자와 고용된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46 하나의 집 안에서 그것이 먹
어져야 할 것이다. 너는 집으로부
터 바깥으로 고기를 가져가지 말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것 안에 있는 뼈를 부수지 말 것
이다.
47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그것
을 이행할 것이다.
48 그리고 체류자가 그들과 함께 
체류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 유월
절 을 지키고자 하면, 그의 모든 
남성은 할례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수행하기 

만 있었던 이들과 더불은 주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들을 이집
트로부터 인도해내심을 위한...”이란 영적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
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경계들의 밤이다”란 지금 모든 
거짓과 악들의 침입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자손 로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이란 진리로부터의 
선,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있는 영적 교회 속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5:29, 누가복음 19:24-26, 6:38, 다니엘 
8:9-14, 시편 103:20,21, 창세기 2:1, 시편 148:2,3, 다니엘 
12:3.
43-4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다”란 신성
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통지하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월절 
의 규례이다”란 지옥에 떨어짐과 악과 거짓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해
진 이들을 위한 질서의 법들이다를 의미한다. “외국인의 아들은 그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란 진리와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그들
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남종”이란 아직 자연적 수준인 사람을 의미한다, “은
으로 샀던”이란 어떤 영적 진리를 가진 누구를 의미한다. “네가 그
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이란 깨끗하지 않은 사랑들로부터 깨끗해
짐을 의미한다.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란 그는 그들과 함께 있
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하숙자와 고용된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란 단지 자연적인 
수준의 뜻으로부터 선인 것을 행하는 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편
익 때문에 선인 것을 행하는 그들은 영적 교회의 사람과 함께 있어
져서는 안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하나의 집 안에서 그것이 먹어져야 할 것이다”란 그들이 하나의 
선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서로 일치하는 선들이 제휴함을 의미한다. 
“너는 집으로부터 바깥으로 고기를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란 
이 선이 또 하나의 선과 섞여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 안에 있는 뼈를 부수지 말 것이다”란 기억적 지식 속의 
진리, 이것 역시 온전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란 질서 속의 이 
법은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
는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체류자가 그들과 함께 체류할 때”란 교회의 진리와 선 안
에서 가르쳐져 그것을 받은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유
월절 을 지키고자 하면”이란 만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
고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의 모든 남성은 할례되어져야 할 것이다”
란 그의 진리는 불결한 사랑들로부터 깨끗해져야만 한다를 의미한



출애굽기 12- 360 -
위해 가까이 오게 하라. 그리고 
그는 토지의 원주민으로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할례되지 않은 인물
은 그것을 먹지 말라.

49 거기에는 하나의 법이 원주민
을 위해, 그리고 너희 한가운데에
서 체류하는 체류자를 위해서 있
다.

50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게 명령하신 로 했다, 그렇게 그
들은 했다.
51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의 아들들을 그들의 군 들을 수
단으로 해서 이집트로부터 인도
해내셨던 것은 바로 그 날이었다.

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가까이 오게 하라”란 그
런 다음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토지의 원주민으로 있을 것이다”란 그는 불결한 사랑들로부터 순수
해져왔던 자, 이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자로서 받아질 것이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할례되지 않은 인물은 그것을 먹지 말라”란 자아 사
랑과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를 의미
한다.
 “거기에는 하나의 법이 원주민을 위해, 그리고 너희 한가운데에서 
체류하는 체류자를 위해서 있다”란 가르쳐지고 있는 자는 교회 속
의 진리와 선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산다, 이 사람은 이미 교회 안에 
있어 가르침을 받아 믿음과 선행 속의 교훈들에 일치하여 살고 있
는 이들과 동등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5:23, 시편 39:12, 창세기 23:3,4, 요한복
음 10:11-13, 예레미야 46:20,21, 레위기 22:10, 레위기 
25:44-46, 누가복음 6:32-35, 14:12-14, 민수기 15:14-16, 레
위기 19:34, 24:22, 민수기 9:14.
50,51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로 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따라 순
종함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그들은 했다”란 의지로부터 
수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바로 그 날이었다”란 주님께서 현존
하시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셨던...”
이란 주님께서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선으로부
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
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군 들을 수단으로 해서”란 진리로부터 
있는 선의 품질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12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자유함,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은 지옥에 떨어짐 이다. 이 후자의 지옥에 떨어짐과 전자의 자유
함이 유월절 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이들의 
선행과 믿음에 관한 상태들이 유월절 의 날들에 준수되어지는 것
들에 의해 표현되어졌다. 
  최고의 의미에서 유월절 을 수단으로 주님이 영화하셨을 때 그
분에 의해 신실한자의 자유함과 불실한 자의 지옥에 떨어짐이 표
현되었다. 그 때 당시 신실한 자의 상태의 품질, 그리고 또한 그
것의 품질이 그후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무엇일지가 유월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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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사람에서 이든, 짐승에서 이든,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에서 자
궁을 연 것, 모든 첫 출생을 나에
게서 신성하게 하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3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
다, 너희는 이집트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나온 이 날을 기억하
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손의 
강함 안에서 너희를 거기로부터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먹지 말 
것이다.
4 너희는 아빕 달 이 날 나간다.
5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아모리족, 그리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토지, 즉 그분께서 너
희에게 주시기 위해 너희 조상에
게 맹세 하신 토지, 젖과 꿀이 흐
르는 토지로 들어 갈 때가 있을 
것인바, 너희는 이 달에 예식을 
거행하라.
6 칠 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것들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칠 
일째는 여호와를 향하여 축제가 
있다.

규례로 최고 의미에서 묘사되었다. 
13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신성에 의해 통지됨을 의미한다. “모든 첫 출생을 나에게서 신성
하게 하라”란 믿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각기 
모두의 자궁을 연 것”이란 선행으로부터 인 것을 의미한다. “이스
라엘의 아들들 사이에서”란 영적 교회 안에서를 의미한다.
 “사람에서 이든 짐승에서 이든”이란 내면과 외면에 있는 믿음의 
선을 의미한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란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2,3, 44:24, 46:31, 시편 71:6.
3-10절.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
리를 수단으로 가르침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집트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란 그들이 주님에 의해 영적 
포로됨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들이 있었던 과거의 그 상태는 반
드시 기억되고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손
의 강함 안에서 너희를 거기로부터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란 그
들은 주님의 신성한 권능에 의해 자유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먹지 말 것이다”란 거짓된 어떤 것도 제 
것되게 하지 말 것이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이 날 나간다”란 영원까지 자유함을 의미한다. “아빕 달”
이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아모리족, 그리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의 토지로 데려 가실 
때가 있을 것이다”란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점령된 
천국의 영역 안으로를 의미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 
너희 조상에게 맹세 하신...”이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의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란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 달에 예식을 거행
하라”란 자유함 때문에 주님을 끊임 없이 예배함을 의미한다.
 “칠 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것들을 먹을 것이다”란 거짓들로
부터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칠 일째에는 여호와를 향하여 축제가 
있다”란 주님을 거룩히 예배함을 의미한다. “누룩 없는 것들이 칠 
일 동안 먹여질 것이다”란 그들은 반드시 거짓들로부터 온통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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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누룩 있는 것은 너희와 
더불어서 보여져서는 안된다, 칠 
일 동안 누룩 없는 것이 먹여질 
것이다. 그리고 누룩은 네 모든 
경계 안에서 너와 더불어 보여지
지 않을 것이다.
8 그리고 너는 그 날에 네 아들
에게 말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
서 이집트에서 나가는 나를 위하
여 (일)하셨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네 손 
위에서 표시로, 네 눈들 사이에서 
기념물로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강한 손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셨기 때문
이다

10 그리고 너는 해(의 시작으)로
부터 해(가 끝나는 날)까지 정해
진 때에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11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
나안 족의 토지로, 그분이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바 로 
너희에게 줄 토지로 데려 올 때
가 있을 것이다,
12 너는 자궁을 연 모든 것, 그
리고 짐승의 새끼를 연 모든 것
을 여호와께 양도 하라, 너에게 
있을 숫컷들은 여호와를 위해 있
을 것이다.
13 그리고 나귀를 연 모든 것을 
너는 양떼의 하나를 가지고 되살
(redeem)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되사지 않으면, 그 

끗해져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룩 있는 것은 너희와 더불어서 보여져서는 안된다”란 
거짓화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인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
고 누룩은...너와 더불어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란 어떤 거짓도 응
낙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네 모든 경계 안에서”란 선으로
부터 있는 진리가 그 자체 팽창된 만큼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기를”이란 
진리에 관한 내면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 지각은 양심 속에 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나가는 나를 위하여 (일)하셨
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영적 포로됨으로부터, 그리고 지옥에 떨어
짐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자유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네 손 위에서 표시로 있을 것이다”란 그
것은 의지 안에 꾸준히 있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네 눈들 사이
에서 기념물로 있을 것이다”란 그것은 이해함에서 꾸준히 있어야
만 한다를 의미한다. “여호와의 법이 네 입에 있을 수 있도록...”
이란 신성한 진리가 거기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있도록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강한 손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신성한 권능에 
의해 자유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해(year)로부터 해 까지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란 질서 속의 이 법은 이 상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7,8,
11-16절.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나안 족의 토지
로 데려올 때가 있을 것이다”란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에 의
해 점령된 천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분이 너와 네 조상에게 맹
세하셨던 바 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
들에게 신성에 의해 약속된 것을 의미한다.
 “너는 자궁을 연 모든 것을 여호와께 양도하라”란 거듭남 속에 
있는 선행으로부터의 믿음은 주님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짐승의 새끼를 연 모든 것”이란 새로이 낳는 것에 있는 모든 선
행을 의미한다. “너에게 있는 숫컷들”이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를 위해 있을 것이다”란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귀를 연 모든 것을 너는 양떼의 하나를 가지고 되살
(redeem) 것이다”란 믿음이 단지 자연적일 뿐인 것을 주님의 탓
으로 여기면 안되나, 그 안에 있는 순진의 진리는 주님에서 비롯
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되사지 않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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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너는 그것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남자의 첫 출생 각기 
모두를 되살 것이다. 
14 그리고 네 아들이 내일 너에
게 물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인즉, 너는 그
에게, 손의 강함 안에서 여호와께
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인도해내셨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15 그리고 바로가 우리를 가게 
하는데 맞서 자신을 굳어지게 하
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
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 
사람의 첫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첫 출생까지 조차 죽이셨
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 자궁
을 연 숫컷들 모두를 제물로 바
친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들의 
첫 출생 모두를 되산다(redeem).

16 그리고 그것은 네 손 위에 표
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눈
들 사이 이마에 붙이는 부적
(frontlets)들로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손의 강함 안에서 여호와
께서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
도해내셨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바로가 백성으로 가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길이 가까웁
다 하여 그들을 불레셋의 토지를 
경유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는 만일 백
성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
집트로 되돌아 갈 것이다 하고 

다음 너는 그것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란 만일 순진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시켜 내던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남자의 첫 출생 각
기 모두를 되살 것이다”란 믿음 속의 진리들은 주님의 탓으로 있
어지는 것이 아니나, 그 속의 선들은 그러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아들이 너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란 양심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의 지각을 의미한다. “내일”이란 이것이 거행될 
때는 언제나를 의미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란 이
것이 왜 그러한지 문의함을 의미한다. “너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란 답을 의미한다. “손의 강함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
트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인도해내셨다”란 주님의 신성한 권
능을 수단으로 그들은 영적 포로됨에서 자유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가 우리를 가게 하는데 맞서 자신을 굳어지게 하였
다”란 거짓들을 수단으로 침입해왔던 그들이 영적 교회인들이 자
유롭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결정 보았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토지에 있는 모든 첫 출생을 죽이셨다”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었던 모든 자는 지옥에 떨어졌
다를 의미한다. “사람의 첫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첫 출생
까지 조차”란 내면, 외면에 있는 분리된 믿음 속의 거짓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께 자궁을 연 숫컷들인 모두를 제물로 
바친다”란 그러므로 새로이 낳음 속에 있는 선행으로부터의 믿음
은 주님의 탓으로 돌려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아
들들의 첫 출생 모두를 되산다(redeem)”란 믿음 속의 진리들은 
주님에게 그 탓을 돌려서는 안되나 믿음 속의 선들은 그러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네 손 위에 표시로 있을 것이다”란 그것은 의지 
안에 꾸준히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눈들 사이 이마
에 붙이는 부적(frontlets)들로 있을 것이다”란 그것은 이해함에
서 꾸준히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손의 강함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란 그
들은 주님의 신성한 권능에 의해 자유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2:22-24절.
17,18절. “그리고 바로가 백성으로 가게 하자”란  침입했었던 그
들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 주었을 때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불레셋의 토지를 경유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란 영적 교회인은 선으로부터 있지 않은 믿음 속의 진리
로 건너 뛰어서는 안된다 고 설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길이 가
까웁다 하여...”란 믿음 속의 진리가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는...말하셨다”란 신성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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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셨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백성들
을 광야의 길로 해서 수프 바다
로 인도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
터 무장하고 올라 갔다.

19 그리고 모세는 자기와 더불어 
요셉의 뼈들을 가져 갔다. 그 이
유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느님
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
리고 너희는 여기로부터 너희와 
함께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 갈 
것이다.
20 그리고 그들은 숙곳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광야 끝인 에담
에 진을 쳤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
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 
길에 있는 그들을 인도 하셨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주
시기 위해 불 기둥 안에서 인도
하셨다. 주야로 가기 위해서였다.

22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
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견을 의미한다. “만일 백성들이 전쟁을 보고 후회한다면”이란 그
들은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 진리로부터 얼굴을 돌릴 것이다를 의
미한다. “이집트로 되돌아 갈 것이다”란 이로부터 믿음 속의 진리
들과 선들에 지독하게 반 되는 거짓들 안으로 침몰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해서 인도 하셨다”
란 신성한 후원 아래 그들은 시험들을 통하여 믿음 속의 진리들
과 선들을 확인하도록 데려와졌다를 의미한다. “수프 바다”란 그
들이 맨 처음 관통하여야만 하는 지옥에 떨어뜨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무장하고 올라 갔다”
란 그들은 침입되어 있던 상태를 벗어내었다, 그리고 시험들을 수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8:2,6. 이사야 51:9,10, 63:11, 예레미야 
49:21,
19절. “그리고 모세는 자기와 더불어 요셉의 뼈들을 가져 갔다”란 
그들이 가졌던 것, 즉 교회를 표현함을 의미한다. “요셉이 이스라
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이란 묶음을 의미한다. “하
느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란 교회의 이 마지막 상태와 
첫 번째 상태가 올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로부터 너
희와 함께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 갈 것이다”란 위에서 말한바
로 그들과 더불은 교회를 표현함을 의미한다. 이는 내적인 것을 
안에 담은 교회가 아닌바 죽어 오래되어 뼈만 있는 사람 같아서 
교회라 말할 수 없다.
20-22절. “그리고 그들은 숙곳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에담에 
진을 쳤다”란 그들이 자유해진 이후 두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광야 끝”이란 시험들 중 첫 번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셨다”란 주님의 계속적인 
현존을 의미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란 계발의 상태에 있
었을 때, 진리에 희미함을 수단으로 부드럽게 하심을 의미한다. 
“길에 있는 그들을 인도 하셨다”란 신성의 후원을 의미한다. “그
리고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불 기둥 안에서”란 희미
함의 상태에 있었을 때 선으로부터 계발됨을 수단으로 부드럽게 
하셨다를 의미한다. “주야로 가기 위해서였다”란 그런고로 양쪽 
상태들에 있는 삶을 의미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란 주님이 함께 하심은 영원하다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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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되돌아 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3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
들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그들
은 토지에 갇힌바 되었다, 광야가 
그들을 감금했다.

4 그리고 나는 바로의 심정을 굳
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그리고 나
는 바로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
든 군  때문에 영광될 것이다. 

  13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주님을 믿음, 그리고 지
옥 떨어짐으로부터 그분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었음을 영원히 기
억함이다. 그 중에서 주님을 믿음은 첫 출생을 신에게 바침으로 
의미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 자유해짐을 영원히 기억함
은 유월절 을 기념함으로 의미되어져 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후 취급된 주제는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을 더 준비되게 함,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들이 천국 안으로 들일 수 있을 때까지 더 낮은 땅에 억류되어 
있어졌던 이들을 더 준비되게 하심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안전한 가운데 저주됨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가도록 처
음 보내졌다. 그리고 이후 주님이 현존하시는 가운데 시험들을 겪
는다. 저주됨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전달됨이 수프 바다를 관통
하여 건넘으로 의미되어 졌다. 시험들은 그들이 인도되어 간 곳, 
광야에서의 생활로 의미된다. 그리고 주님의 현존은 낮의 구름 기
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의미되고 있다.

14
내적 의미 해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신성에 의해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들은 되돌
아 가서”란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다와 믹
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에 진을 치라”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한 상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것 맞은 편 
넘어 바닷가에 진을 칠 것이다”란 시험들의 유입이 그 때부터 있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란 지
옥에 떨어짐에 있는 이들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상태에 
관하여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토지에 갇힌바 되었다”란 그
들은 교회 속에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 혼동 가운데 있다를 의미
한다. “광야가 그들을 감금했다”란 희미함이 그들을 점유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의 심정을 굳어지게 할 것이다”란 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그들은 아직도 결심되어져 있을 것이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란 그들은 아직도 그들
을 종속시키려 골몰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영광 될 
것이다”란 그들은 거짓이 흩뜨려짐 때문에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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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
와임을 알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렇게 했다.

5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것이 이집트의 왕에게 말해졌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과 그의 종들
의 심정은 백성들에 맞서게 바뀌
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
리가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기는 
것에서 가게 한 이 짓이 무엇이
란 말이냐?
6 그리고 그는 그의 병거에 견인
줄을 채웠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백성을 거느렸다.
7 그리고 그는 선발된 육 백 
의 병거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병거들, 그리고 그들의 모두 위에 
세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의 지휘
관을 두어 거느렸다.
8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심정을 굳어지게 하셨
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의 뒤를 추격했다. 그리고 이스
라엘의 아들들은 높은 손과 더불
어 나아갔다.
9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들 뒤
를 추격했다, 그리고 바로의 병거
의 모든 말들, 그리고 마병과 그
의 군 는 비-하히롯옆, 바알-
스본 앞 바다 가까이에 진을 치
고 있는 그들을 따라 잡았다.

로부터의 신성한 결과를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바로 때문에, 그
리고 그의 모든 군  때문에”란 악으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
은 지옥에 침수됨, 그리고 거기 환경은 물들 같이 거짓들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란 이로부터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란 순종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8, 5:37.
5-9절.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것이 이집트의 왕에게 말해
졌다”란 그들이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라고 악으로부터 거짓만에 
있는 이들이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심정과 그의 종
들의 심정은 백성들에 맞서게 바뀌었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에 있던 이들이라는 경우에서 악으로 상태가 바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한 이 짓이 무엇이란 말이냐?”란 
꾸짖음을 의미한다.“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에
서 가게 내버려 둔 것”이란 그들은 떠났고, 그들을 종속시키지 않
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병거에 견인줄을 채웠다”란 거짓 속의 교리, 
이것이 체로 믿음 속의 것을 선행으로부터 분리시킨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백성을 거느렸다”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둘 다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선발된 육 백 의 병거들을 거느렸다”란 그들의 
질서 안에서 분리를 일으키는 믿음 속에 있는 거짓된 교리의 모
두와 각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병거들”이란 그것
들을 섬기고 있는 거짓 속의 교리적인 것들을 역시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의 모두 위에 세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란 
총체적인 것들 아래 순서 로 줄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심정을 굳어지게 하
셨다”란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으로부터 걍팍해짐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했다”란 선행에 결합된 
믿음 속에 있는 이들을 종속시켜보려 시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높은 손과 더불어 나아갔다”란 그들은 그들
을 종속시키려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권능에 의해 석방
되었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들 뒤를 추격했다”란 악으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쪽에 편입시키려 고심함으로부터의 결과를 의미
한다. “바다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 잡았다”란 악
으로부터의 거짓들이 있는 지옥 주위와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바로의 병거의 모든 말들, 그리고 마병과 그의 군 ”란 비꾸러
진 이해로부터 비롯된 거짓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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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바로가 가까이 접근했
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눈들을 들었다, 그리고 보
라 이집트인이 그들 뒤에서 행군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
로 두려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외쳤다.
11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
다, 당신은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
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하는 이런 짓
을 우리에게 했느냐?

12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한 말은 이것이 아니던가? 말
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리
고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집트인
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
이다.
13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
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잠잠히 
서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를 위하여 오늘 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이유가 너희는 
오늘 이집트인들을 보았다, 너희
는 그들을 영원히 더 이상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14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전

-하히롯옆, 바알-스본 앞”이란 그리하여 소통이 있었다. 그러므
로 시험들을 수행하는 상태의 시작이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3:5, 57:15, 시편 18:16, 에스겔 16:24, 
25, 31.
10-14절. “그리고 바로가 가까이 접근했다”란 악으로부터 있는 
거짓이 유입됨으로 해서 비통해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눈들을 들었다”란 마음의 지적인 부분
과 그것의 생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이집트인이 그들 뒤에
서 행군하고 있었다”란 거짓의 비통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두려웠다”란 격렬한 공포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외쳤다”란 도움을 애원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란 자포자기가 있을 때 시험의 
높이를 의미한다, “당신은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란 만일 지옥으로 떨어짐이 있다면  
그것이 침입자의 거짓들을 통하여 이든, 본인들이 자초한 시험들의 
상태를 통하여서 이든 매 한가지 아니냐를 의미한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하는 이런 짓을 우리에게 했느냐?”란 그
들이 거짓들을 수단으로 침입함에서 자유로워졌음이 헛된 것이었다
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한 말은 이것이 아니던가? 말하
기를”이란 그들이 거짓들에 의해 침입되었을 때 이와같은 것의 
얼마큼은 생각 속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
리고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하라”란 그들은 항복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 보
다는 차라리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란 침
입받은 상태에서 거짓의 폭력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짐이 본인들
이 자초해서 겪는 시험들로 말미암아 오게되는 지옥에 떨어짐보
다 더 낫지 않느냐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
으로 자포자기의 상태로부터 승강함을 의미한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란 그들은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잠잠히 서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오늘 하실 여
호와의 구원을 보라”란 구원은 그들로부터는 전연 있지 않고 주
님 만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너희는 오늘 이집트
인들을 보았다, 너희는 그들을 영원히 더 이상 다시 보지 않을 것
이다”란 한번 제거되어진 거짓들은 영원히 제거되어 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다”란 주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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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
희는 조용히 있어라.

15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외치느
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
라, 그들은 앞쪽으로 향하라.
16 그리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
어라, 그리고 바다 위에 네 손을 
뻗쳐라, 그리고 그것은 두 동강이
로 쪼개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마른 (땅)에서 바다 한
가운데로 갈 것이다.
17 그리고 나, 보라 내가 이집트
인들의 심정을 굳어지게 할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뒤를 따
라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의 군  
때문에, 그의 병거 때문에, 그의 
마병 때문에 영광되어 질 것이다.

18 그리고 내가 바로 때문에, 그
의 병거들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병 때문에 영광되어 질 때, 이
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 임을 알 
것이다.
19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출발
하되,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행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 뒤로 
갔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들 
앞으로부터 출발 해서 그들 뒤에 

이 시험들 속의 전투둘에서 우리를 떠받쳐 준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란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강함들로부터 
결과를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말라기 3:1-4, 마태복음 10:38, 39, 마가복음 
8:31-끝까지, 마태복음 16:24,25, 누가복음 9:23,24, 누가복음 
14:27, 마가복음 10:21, 마태복음 10:34.
15-1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권고하심을 
의미한다. “왜 너는 나에게 외치느냐?”란 중재할 필요가 없다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란 유입과 지각을 말한
다. “그들은 앞쪽으로 향하라”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적으
로 뒤에 이어져 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라”란 신성한 진리의 권능을 의미
한다. “그리고 바다 위에 네 손을 뻗쳐라”란 악으로부터의 거짓 
속의 지옥이 있는 곳을 권능이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은 두 동강이로 쪼개진다”란 그 결과로 거짓의 흩어짐이 생긴다
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마른 것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갈 것이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거짓이 유입됨 없이, 
안전하게 건너갈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심정을 굳어지게 할 것이
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걍팍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뒤를 따라 올 것이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유입시키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려 애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의 군  때문에, 그의 병거 때문에, 그의 
마병 때문에 영광되어 질 것이다”란 그들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속의 신성한 선의 덕택으로 거꾸로의 추론과 거짓이 사라지는 결
과를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 임을 알 
것이다”란 주님이 유일한 하느님이다는 것, 그분 외에 아무도 있
지 않다는 것이 알려질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바로 때문에, 그의 병거들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
병 때문에 영광되어 질 때”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은 
주님 만에 의해서 거짓 속의 교리들과 추론들, 그리고 거짓 자체
가 사라짐을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4:14,15, 스가랴 10:8-12, 이사야 44:26,27, 
44:3, 예레미야 50:35-38.
19-22절. “그리고 하느님의 천사가 출발하되...”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질서 안에서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행진하였다”란 영적 교회 의 주변에 선과 진리가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 뒤로 갔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의지 
안에 흘러들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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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20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구름과 어둠
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밤에는 밝
게 비추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쪽이 다른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다.
21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바
다 위에 뻗쳤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는 강한 동풍을 수단으로 밤새
도록 바다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
리고 바다가 마르게 만드셨다, 그
리고 물들은 두 동강이로 쪼개졌
다.
22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마른 것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
다. 그리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
에서,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었
다.
23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추격했
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모든 
바로의 말들, 그의 병거들, 그리
고 그의 마병들이 바다의 한가운
데 안으로 왔다.
24 그리고 아침 당직 (시간) 때
에서 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안에서 이집트
인들의 진영을 내다 보셨다, 그리
고 이집트인들의 진영은 교란되
었다. 

그들 앞으로부터 출발 해서 그들 뒤에 섰다”란 이전에 이해성 속
의 것들을 보호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함게 하시어 의지 속의 것을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왔다”란 이쪽은 악의 거짓들이, 저쪽은 선의 진리들이, 그 사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름과 어둠이었다”란 한쪽은 악으로부
터의 거짓들이 응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밤에는 
밝게 비추었다”란 저쪽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계발됨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쪽이 다른 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다”란 이 결과 
소통함은 없음을 의미한다. “밤새도록”이란 불명료한 상태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쳤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권능이 지옥 위에서 통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는 강한 동풍을 수단으로 바다를 떠나가게 하셨다”란 거짓을 
흩어지게 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밤새도록”이란 희미한 상태에
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다가 마르게 만드셨다”란 거짓이 흩뜨
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들은 두 동강이로 쪼개졌다”란 진리
로부터 분리되고 옮겨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마른 (땅)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란 거짓의 어떤 유입 없이.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은 지옥을 통과하고 저쪽으로 입장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었다”란 그들에게는 사방으로부터 있는 거짓들로부터의 간섭이 
억제됨을 의미한다. 
23-25절.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추격했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
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고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왔다”란 유입을 시도함을 의미한다. “모든 바로의 말들, 그
의 병거들, 그리고 그의 마병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안으로”란 거
꾸로된 이해함으로부터의 기억적 지식들, 거짓 속의 교리적인 것
들, 추론들,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을 채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 당직 (시간) 때에서 였다”란 짙은 어둠의 상태 그
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있는 이들의 파멸, 그리고 진리와 선에 
있는 이들의 계발과 구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집트
인들의 진영을 내다 보셨다”란 그 때부터 거짓들을 수단으로 폭
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을 향하여 신성의 유입이 확장됨을 의미한
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안에서”란 신성한 선과 진리가 현존하
는 방법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진영은 교란되었
다”란 그런 결과 악과 거짓의 확장이 그들 위로 되돌아옴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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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리고 그분은 그의 병거들의 
바퀴를 떼어내셨다, 그리고 그는 
무거워진 그것을 끌어 당겼다. 그
리고 이집트인들은 말했다,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
해 이집트인들에 맞서 전쟁을 수
행하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했다, 네 손을 바다 위에 뻗
거라, 그리고 물들이 이집트인들 
위에, 그의 병거들 위에, 그리고 
그의 마병들 위에 되돌아 오도록 
하라.
27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바
다 위로 뻗쳤다, 그리고 바다는 
그 흐름의 힘으로 아침이 되는 
때에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집트
인들은 그것을 만나 도망쳤다. 그
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흔드셨다.
28 그리고 물들이 되돌아 왔다, 
그리고 병거들을, 그리고 마병들
을, 심지어 그들을 쭟아 바다 안
으로 들어 왔던 바로의 군  까
지 덮었다. 그들 중에 살아 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29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에서 

 “그리고 그분은 그의 병거들의 바퀴를 떼어내셨다”란 실력을 발
휘해보겠다는 거짓의 힘이 거두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거운채 끌어당겼다”란 저항과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이집트인들은 말했다”란 이런 상황 아래에서 생각함을 의미
한다.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란 진리의 선과 선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호
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인들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란 주님 만이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받쳐주실 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7:11, 17:14, 33:2, 에스겔 7:5-7, 호세아 
10:15, 시편 143:8,9, 다니엘 8:14, 스바냐 3:5,6, 이사야 
21:11,12, 시편 121:3-7, 이사야 62:6, 예레미야 31:6, 이사야 
5:28, 에스겔 1:15-20, 10:9-17, 다니엘 7:9, 열왕기상 
7:30-33.
26-2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다”란 유입을 의미
한다, “네 손을 바다 위에 뻗거라”란 지옥 위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권능이 통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들이 이집트인들 위
에 되돌아 오게 하라”란 거짓들이 그들에게 되흘러감, 그리고 악
으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이들을 에워 쌈을 의미한다. “그의 병
거들 위에, 그리고 그의 마병들 위에”란 거짓 속의 교리적인 것
들, 그리고 거꾸로된 이해로부터 추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뻗쳤다”란 지옥 위에서 신
성한 권능이 규율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다는 그 흐름의 힘으
로 아침이 되는 때에 되돌아 왔다”란 주님의 현존하심 때문에 악
으로부터의 거짓들이 그들에게 되흐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집
트인들은 그것을 만나 도망쳤다”란 그들은 자신들을 악으로부터
의 거짓 안에 침수시켰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집
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흔드셨다”란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내던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물들이 되돌아 왔다”거짓들이 그들에게 되돌아옴을 의미
한다. “그리고 병거들을, 마병들을, 심지어 그들 뒤를 따라 왔던 
바로의 모든 군  까지 덮었다”란 그들의 거짓들이 그들을 감추
었다를 의미한다. “그들 뒤를 쫓아 왔던...”이란 그들을 소유했었
던...을 의미한다. “그들 중에 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란 모두 
그리고 각각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1:23-25, 레위기 24:19,20, 신명기 
19:18,19, 예레미야 51:19-21, 24.
29-31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에서 지나갔다”란 진리의 선과 선의 진리에 있었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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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갔다 그리고 물들은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에게 벽이었다
3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날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
엘을 구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
엘은 해변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
인들을 보았다.
31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 이집트인들에게 역사하신 위

한 손을 보았다, 그리고 백성들
은 여호와를 두려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그분의 종 모세
를 믿었다.

15

1 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
들들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
렀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말
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노래를 부
를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침입 받음 없이 안전하게 이 지옥을 통과하여 갔다를 의미한다. 
“물들은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에게 벽이었다”란 그들에게는 각처
에 있는 거짓들이 제지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날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란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때
문에 야기되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보
호하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변가에 죽어 있는 이
집트인들을 보았다”란 지옥 여기 저기에 떨어져 널려있는 광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역사하신 위
한 손을 보았다”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 했다”란 숭배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은 믿었다”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한다. “여호와를, 그분의 
종 모세를”이란 신성한 선의 측면에서의 주님, 그리고 그분으로부
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제 14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영적 교회 속에 있
는 이들이 겪는 첫 시험이다, 그리고 지옥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들을 안내하심,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주님에 의해 보호됨이
다. 또한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인 곳, 지옥 안에 선행을 분리하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침수됨이다.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져 있다. 선행을 분리시키는 믿음에 
있는 그들은 이집트인들로 표현되었다. 첫 시험은 이스라엘의 아
들들이 바로의 군 를 보았을 때 그들이 불평해댐으로 묘사되었
다. 지옥이 “수프 바다”로 의미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 지옥을 안전하게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지옥 안
에 침수되었다.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이 후자를 덮은 물들로 의미
되고 있다.

15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
를 불렀다”란 자유해짐 때문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의해 
주님이 영광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말하기를”
이란 유입되는 방식에서를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 
것이다”란 영광은 주님에게만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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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없이 높혀지셨기 때문이다. 
말과 승마자를 그분은 바다로 내
던지셨다.

2 내 강함과 노래가 야(훼)이시
다, 그리고 그분은 내 구원이시었
다. 이분이 나의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거처로 준비
할 것이다. 나의 조상의 하느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드높일 것이
다.

3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4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 를 
그분께서는 바다로 던지셨다. 그
리고 뽑아 세운 세 번째 높은 지
휘관들이 수프 바다 안에 가라 
앉았다.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
은 돌 같이 아래로 깊이 내려갔
다.

6 당신의 오른 손은, 오 여호와

께서는 그지없이 높혀지셨기 때문이다”란 그분은 인성 안에서 그
분의 신성을 명백하게 하셨다를 의미한다. “말과 승마자를 그분은 
바다로 내던지셨다”란 그분은 단지 현존하신 것만으로도 악으로
부터의 거짓들은 저주되어 지옥에 내던져졌다는 사실 안에서를 
의미한다.
 “내 강함”이란 권능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노래가 야(훼)이시다”란 믿음 속의 모든 것과 그 결과 있는 영광
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분은 내 구원이시었다”란 구원은 거기로부터 있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거처로 준비할 것이다”란 그
분으로부터 있는 선한 자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천국 안에 계시
듯 계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나의 조상의 하느님”이란 고  교
회들 안에 다른 신성은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드높일 것이다”란 지금 또한 그분은 신성한 예배를 가지고 있으
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6,7,10-13, 49:8,9,13, 시편 96, 40:2,3, 
33:2,3,7, 이사야 24:8,9, 아모스 8;10, 시편 18:1-3, 28:7,8, 
69:29,30, 계시록 15:1,2,4, 계시록 6:16,17, 시편 68:4, 
118:5,13,14,17,19, 요한복음 14:23.
3-5절.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시다”란 주님께서는 지옥으로부
터 있는 모든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보호하신다를 의미한다. “여
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란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있다를 의미한
다.
 “바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 를 그분께서는 바다로 던지셨다”란 
교회 사람들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일반적인 것이든 세
부적인 것이든. 그 모두와 거기 악의 생명 안에 있는 거짓들이 그
분의 현존하심에 자신들을 지옥 안으로 내던졌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뽑아 세운 세 번째 높은 지휘관들”이란 각각과 더불은 모두
를 의미한다.  “수프 바다 안에 가라 앉았다”란 그들은 자신들을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안에 감금했다를 의미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란 탐욕들로부터의 거짓들이 그들을 

봉했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돌 같이 아래로 깊이 내려갔다”란 
그들은 마치 무거운 이유 때문인 것 처럼 더 낮은 것들을 향하여 
아래로 떨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9:14-17, 63:1,3-5, 이사야 42:13, 시편 
24:8,10, 에스겔 31:4, 시편 78:15,16, 신명기 8:7, 이사야 
63:12,13, 계시록 9:1,2,11, 11:7, 요나 2:5, 시편 42:7, 71:20, 
69:1,2,14,15.
6-10절. “당신의 오른 손은, 오 여호와여, 강함에서 크게 확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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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함에서 크게 확 되어졌습
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적들을 
조각나게 부수셨습니다.
7 그리고 당신의 수많은 특출하
심에서 당신은 당신께 맞서겠다
는 자들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내보내, 그것은 그
루터기와도 같이 그것들을 삼켰
습니다.
8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의 바람
을 가지고 물들을 쌓았습니다, 홍
수들이 퇴적 더미 같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의 심장 안에서 
응결되어졌습니다.

9 적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추격
할 것이다. 나는 따라잡을 것이
다, 나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혼은 그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검을 빼들 것이다, 내 손이 
그들을 몰아부칠 것이다.

10 당신께서는 당신의 바람을 가
지고 불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거 한 물들 
안에서 납 같이 깊음에 자기 자
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졌습니다”란 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짐을 의미한다. “당신의 오
른손을 가지고, 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적들을 조각나게 부수셨
읍니다”란 악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위에 임한 전능하심의 
결과, 그 권세가 멸절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수많은 특출하심에서 당신은 당신께 맞서겠다는 
자들을 파괴하십니다”란 신성 덕택에 반 쪽에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거절되어졌다를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
를 내보내...”란 탐욕의 맹렬함, 악한 자들과 더불어 폭력을 휘두
르려 고심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루터기와도 같이 그것들을 삼
켰습니다”란 그 결과로 있는 황폐함과 자신들로부터 저주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의 바람을 가지고 물들을 쌓았습니다”란 
거짓들은 천국의 현존함을 통하여 하나로 모아 들여졌다를 의미
한다. “홍수들이 퇴적 더미 같이 섰습니다”란 악을 계속적으로 꾀
하려 드는 이들이라 해도 적어도 침입 만큼은 할 수 없었다를 의
미한다. “깊은 물이 바다의 심장 안에서 응결되어 졌다”란 자아 
사랑 속의 탐욕들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만큼은 모습을 드러내
는 것 조차 가능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적들이 말했습니다”란 주님의 오심 전에 악들과 그 악에서 파
생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의 생각을 의미한다. “나는 추격할 것
이다” 침입함을 의미한다. “나는 따라잡을 것이다”란 복종시킴을 
의미한다. “나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란 노예 상태를 의미한다. 
“내 혼은 그것들로 채워질 것이다”란 기쁨을 의미한다. “나는 검
을 빼들 것이다”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이 계속 전투함을 의미한다. 
내 손이 그들을 몰아부칠 것이다란 힘 때문에 천국은 파괴될 것
이다를 의미한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바람을 가지고 불었습니다”란 천사들과 더불
어 주님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란 
모든 거짓이 그들을 봉했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납 같이 깊음
에 제자라를 발견했습니다”란 자연계에서의 무게들 같이 그들은 
더 낮은 것들 쪽으로 그들을 끌어내렸다를 의미한다. “거 한 물
들 안에서”란 한없이 풍부한 거짓들을 수단으로 있는 환경 여건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6:64, 마가복음 14:62, 누가복음 22:69, 
시편 11:1,4,5, 마태복음 22:44, 시편 20:6, 80:14,15,17, 89:13, 
118:14-16, 80:17, 44:2,3, 이사야 62:8, 시편 33:6, 에스겔 
37:3,9,10, 계시록 7:1, 욥기 33:4, 요한복음 3:8, 창세기 2:7, 이
사야 2:22, 예레미야 애가 4:20, 욥기 27:3, 시편 18:8,15, 사무
엘하 22:16, 이사야 40:24, 시편 147:18, 레위기 26:33, 에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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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들 중에서 당신 같은 자가 
누가 있읍니까? 오 여호와여, 누
가 당신 같이 거룩함이 빼어나서 
찬양들로 존경받으시고, 경이로운 
것을 행하겠습니까?

12 당신은 당신의 오른손을 뻗었
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의 자비하심 안에서 당신
은 당신께서 되찾은 백성들을 인
도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
룩함의 거주지로 당신의 강함 안
에서 그들을 지휘하셨습니다.

14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고통이 불레셋 주민
들을 붙잡았습니다.

15 그 다음 에돔의 족장들은 깜
짝 놀랐습니다. 모압의 힘센 자
들, 공포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은 녹아졌
습니다.

16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팔의 위 함 
안에서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지

21:3-5.
11-13절. “신들 중에서 당신 같은 자가 누가 있읍니까?”란 선으
로부터의 모든 진리는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된다를 의미한다. 
“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 같이 거룩함이 빼어나서...”란 그분으로
부터 거룩한 모든 것이 있다를 의미한다. “찬양들로 존경받으시
고...”란 영광과 감사는 그분만에 속한다를 의미한다. “경이로운 
것을 행하겠습니까?”란 권능 있는 모든 수단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의 오른손을 뻗었습니다”란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권
능의 통제가 거기서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
다”란 단지 현존하심때문에도 그들은 저주와 지옥을 가졌다를 의미
한다.
 “당신의 자비하심 안에서 당신은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란 악
들의 침입을 금하였었던 이들과 더불은 신성의 유입, 그리고 이 유
입으로 선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당신께서 되찾은...”이란 그분이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한...을 의미한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함의 
거주지로 당신의 강함 안에서 그들을 지휘하셨습니다”란 주님의 신
성한 권능이 그들을 천국으로, 거기서 신성 안으로 들어 올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2:1,6, 138:1, 136:8, 95:3, 97:9, 135:5, 예레
미야 2:11,12,28, 시편 105:2-5, 마태복음 16:18,19, 민수기 
16:30-33, 신명기 26:15, 이사야 63:15, 시편 132:4-7, 스가랴 
2:10,11, 에스겔 37:26,27.
14-16절. "백성들은 들었습니다"란 사방에 있는 악으로부터 거짓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떨었습니다"란 공포를 
의미한다. "고통이 불레셋 주민들을 붙잡았습니다"란 선으로부터 
분리한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쪽으로 확장하려는 지배욕이 자포자
기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 에돔의 족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란 자아사랑으로부
터 악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확장하려 했던 지배욕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모압의 힘센 자들"이란 자아사랑으로부터 거짓의 생활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공포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란 그
들은 어떤 것에도 도전하지 못했다를 의미한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은 녹아졌습니다"란 교회 속에 있어 왔었던 이들, 그런데 
선을 섞음질하고 진리들을 왜곡한 이들의 경우도 위와 똑같다를 
의미한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습니다"란 그들은 지배하려
드는 것에 어떤 희망도 없이 있다를 의미한다. "당신 팔의 위 함 
안에서"란 전능하심 덕택에를 의미한다. "그들은 돌 같이 파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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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때 까지, 오 여호와여, 당신
께서 소유하게 된 이 백성이 건
널 때까지 돌 같이 파괴될 것입
니다.

17 당신은 그들을 데려 올 것입
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상속
의 산에, 당신이 거주하시려고 당
신을 위해 일하셨던 장소에 심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성소를, 
오 주여, 당신은 준비하셨습니다.
18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게 통
치하실 것입니다.
19 바로의 말이 그의 병거와 그
의 마병과 함께 바다 안으로 왔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는 그들 위에 바다의 물들을 
되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의 아들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관
통하여 마른 (땅)에서 갔습니다.

20 그리고 미리암, 여예언자, 아
론의 누이는 그녀의 손에 소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
이 그녀를 따라 나와 소구를 치
며 춤을 추었다.
21 그리고 미리암은 그들에게 
답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
라, 그 이유는 그분이 드높여지셨

것이다"란 무게로 인해 아래로 떨어짐 같이를 의미한다. "당신의 
백성이 지나갈 때 까지"란 침입 당하는 위험 없이 진리의 선과 
선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는 구원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 백성이 건널 때까지"란 그러므로 진리와 선 안에 있는 교회 
속의 사람들은 구원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당신께서 소유하게 
된..."이란 그러므로해서 주님의 것이 된 누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8:4,6, 예레미야 22:23, 50:43, 이사야 
13:6-8, 예레미야 6:22-24, 스가랴 9:7, 12:5,6, 이사야 
51:10,11.
17-19절. "당신은 그들을 데려 올 것입니다"란 승강을 의미한다. 
"그들을 심는다"란 계속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당신의 상속
의 산에"란 선행으로부터의 선이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당신이 
거주하시려는...장소"란 주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당신께서 일
하셨던...오 여호와여"란 그것은 주님만으로부터 이였다를 의미한
다. "성소를, 오 주여, 당신은 준비하셨습니다"란 주님으로부터의 
믿음 속의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게 통치하실 것입니다"란 주님 만이 천
국과 땅의 주님이시다를 의미한다.
 "바로의 말이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과 함께"란 분리한 믿음과 
악한 생활에 있어 온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꾸로된 지적인 것으
로부터의 모든 거짓들을 의미한다. "바다 안으로"란 지옥에 떨어
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위에 바다의 물들을 
되돌리셨습니다"란 그들이 선을 위해 의도했던 악들로부터의 거
짓들이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주님의 현존 덕택에 그들 자
신에게로 되돌려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마른 (땅)에서 갔습니다"란 진리로부
터의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었던 그들은 그 지옥의 영
역을 무사히 관통하여 지나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45,48, 6:1, 6:9, 7:21, 10:32,33, 
16:17, 18:10,14,19, 시편 20:1,2,68:24,35, 102:18-20, 150:1, 
146:10, 이사야 52:7, 계시록 11:15, 19:6, 마태복음 28:18.
20,21절. "그리고 미리암, 여예언자, 아론의 누이는 그녀의 손에 
소구를 집어들었다"란 믿음의 선으로부터 주님이 영광되심을 의
미한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란 진리로부
터의 모든 선들을 의미한다. "소구를 치고 춤을 추었다"란 환희와 
즐거움으로부터 경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들에게 답했다"란 상호적인 것을 의미한
다.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란 영광은 주님만에 속한 것이다
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분이 드높여지셨기 때문이다"란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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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말과 승마자를 그분
은 바다에 던지셨다.

22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수
프 바다로부터 출발하게 했다, 그
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
안 여행했다, 그리고 물을 찾지 
못했다.
23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 왔다, 
그리고 그들은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쓴맛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는 이름으
로 불렀다. 
24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맞
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무
엇을 마셔야 하느냐?

25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외쳤
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나무 조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물들에 던졌다, 그리
고 물들은 달게 만들어졌다. 거기
서 그분은 그를 위하여 규례와 
공정을 정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그를 시험하셨다.
26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만
일 네가 너의 하느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

은 인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을 명백히 하셨다를 의미한다. "말과 
승마자를 그분은 바다에 던지셨다"란 그분이 현존하시기만 해도 
믿음 속의 거짓들과 생활 속의 악들은 그 스스로 지옥 안으로 내
던져진다는 사실들에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8, 예레미야 31:4, 에스겔 28:13, 시편 
68:24,25, 81:1,2, 149:1,3, 150:4,5, 예레미야 31:4,12,13, 
30:11, 149:3, 150:4, 이사야 22:13, 35:10, 51:3,11, 예레미야 
33:11, 시편 51:8, 호세아 14:8.
22-26절.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수프 바다로부터 출발하게 
했다"란 그들이 지옥의 영역을 관통하여 건너간 후 신성으로부터
의 진리의 명령에 따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갔다"란 그들이 다음으로 맞이하게 될 시험의 상태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안 여행했다, 그리
고 물을 찾지 못했다"란 진리들이 실패했다, 게다가 온전히 실패
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 왔다"란 시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은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의 쓴
맛 때문이다"란 진리들이 그들에게 반갑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 
그 이유는 선에 한 애착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란 이 시험의 
상태와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맞서 불평했다"란 시험의 쓴 맛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하느
냐?"란 그들은 진리들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그것들에 한 애착이 없었던 까닭에 반겨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외쳤다"란 슬픔으로부터 주님께 애원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나무 조각을 보여주셨
다"란 주님께서 선을 불어 넣어 주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물들에 던졌다"란 그분은 진리들에 애착하셨다와 더불어
를 의미한다. "그리고 물들은 달게 만들어졌다"란 이 진리들로부
터 기쁨이 만들어졌다를 의미한다. "거기서 그분은 그를 위하여 
규례와 공정을 정하셨다"란 질서 속의 진리가 그당시 밝히 알려
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그를 시험하셨다"란 일
반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만일 네가 너의 
하느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면..."이란 주님의 계명들을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란 
그 믿음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그분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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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
고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입혔던 모든 질
병들을 너희에게는 입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치료자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들의 열 두 
샘들이 있었다, 그리고 칠 십 그
루의 종려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물들 옆 거기서 진을 쳤
다.

고"란 순종, 그리고 믿음의 선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
회의 내면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이란 믿
음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의 외면에 해당
된다.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입혔던 모든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입
히지 않을 것이다"란 그들은 악의 생활 안에 있는 이들과 분리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부속되는 악들로부터의 어떤 것도 금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치료
자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란 주님 만이 악들로부터 보존되게 해주
실 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7:24,26, 누가복음 6:47, 8:15, 8:21, 신명
기 7:11,15, 28:15,20-22,27,28,34,35,60,61,65, 출애굽기 
23:25, 레위기 26:15,16, 이사야 1:5,6, 에스겔 34:2,4, 시편 
38:4,5,7, 마태복음 11:4,5, 신명기 32:39, 예레미야 17:14, 
30:17, 시편 41:3,4, 마태복음 9:12,13, 마가복음 2:17, 누가복음 
5:31,32.
27절.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 왔다"란 시험 이후 계발된 상태, 그
리고 애착의 상태, 그러므로해서 위로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리고 거기에는 물들의 열 두 샘들이 있었다"란 그들은 거기서 진
리들을 아주 풍부히 가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칠 십 그루의 
종려 나무가 있었다"란 그들은 진리로부터의 선들 역시 아주 풍
부히 가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들 옆 거기서 진을 쳤
다"란 시험 후에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은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수단으로 질서 안에 장착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3:40, 요한복음 12:12,13, 요엘 1:12, 시편 
92:12, 열왕기상 6:29,32.

내적 의미 요약
  제 15장의 내적 의미에서, 주님이 경축되시고 있다, 그분이 그
분의 인성을 영광되게 하신 이후, 그분은 다른 삶에서 선한 자들
을 침입하고 있었던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내던지셨다, 그리고 침
입당하고 있었던 선한 자들을 천국 안으로 들어올리셨다. 이런 일
련의 사항들이 본문의 예언적 노래의 내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그 후에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있는 두 번째 시험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었다, 이것은 물들이 쓴맛이었던 마라에서 
백성들의 붙평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 후 위로 됨이 다루어지
는데, 이것은 열 두 샘들과 칠 십 그루의 종려 나무가 있는 곳, 
엘림에 진영을 차리는 것에 의해 의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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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고 그들은 엘림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
든 회중은 씬광야로 갔다, 이곳은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고, 이집트
의 토지를 빠져 나온 두 번째 달
의 십오 일이었다.

2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
론에게 불평했다.
3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 우리가 이집
트의 토지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
었더라면, 우리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진저
리나게 빵을 먹고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
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 회
중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

4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하늘로부터 너
를 위하여 빵을 만들고 있어 그
것을 비내리게 한다, 그리고 백성
은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의 하루에 하루의 말(word)
을 그러모을 것이다, 이는 내가 

16
내적 의미해설

1절. “그리고 그들은 엘림으로부터 여행했다”란 시험의 상태와 관
련하여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씬광야로 갔다”란 또 다른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곳은 엘림
과 시내 사이에 있고”란 계속되는 시험과 그 품질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달의 십오 일이었다”란 비교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
집트의 토지를 뺘져 나온”이란 그들이 침입받고 있었음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유해졌을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0:15-18, 
2,3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이 불평했다”란 시
험의 비통함으로 야기되는 고통과 그 결과로 있는 불평을 의미한
다. “모세와 아론에게”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하여를 의미한
다. “광야에서”란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란 흥분됨으로부
터의 생각을 의미한다. “오 우리가 이집트의 토지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이란 그들이 침입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에 
의해 내버려 두어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우리
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란그들이 좋아했던 것에 
따라, 그들이 바랬던 것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저리
나게 빵을 먹고 있었을 때였다”란 이러므로해서 그들이 원했던 
만큼 그들은 쾌락의 선을 즐겼었다를 의미한다. “당신이 우리를 
데려왔기 때문에”란 그들이 자유해진 후를 의미한다. “광야로”란 
시험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전체 회중은 배가 고파 죽게 되었
다”란 그들은 선의 결핍으로부터, 기쁨의 결핍으로부터 숨을 거두
어가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0:2,3,7, 24:3,4,6, 예레미야 1:12-14, 스
가랴 14:20,21, 열왕기하 4:38-41, 이사야 49:26, 예레미야 
17:5, 이사야 31:3, 요한복음 3:6, 6:63, 창세기 6:3, 마태복음 
16:17, 1:12,13, 요한복음 1:12,13, 민수기 
11:4,6,16,18,20,33,34.
4,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주님으로부터
의 위로를 의미한다. “보라 나는 하늘로부터 너를 위하여 빵을 만
들고 있어 그것을 비내리게 한다”란 천국의 선이 안으로 흘러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밖으로 나가라”란 거기로부터
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의 하루에 하루의 말을 
그러모을 것이다”란 필요에 따라 계속됨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시도(test)해보려는 것”이란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검사



출애굽기 16 - 379 -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을 수 있
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에게 시
도해보려는 것이다.
5 그리고 여섯째 날이 있을 것이
다, 그들은 그러모으는 것을 예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날마다 그러모은 것의 두 배 일 
것이다.
6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
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했다, 저
녁에, 그다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에서 데려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7 그리고 아침에, 그다음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분
께서는 여호와를 향한 불평을 들
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기
에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
를 주실 것이고, 아침에는 빼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임을 보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분에 맞
서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들
으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에 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이다.

9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
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말
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라, 그 이유가 그분이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되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란 그들이 진리와 선으로부터의 삶을 살 수 있을
지 아닐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있을 것이다”란 모두 각각의 상태의 끝에서
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러모으는 것을 준비할 것이다”란 제 것 
되어진 선들을 배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날마다 
그러모은 것의 두배 일 것이다”란 선들은 결합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6-8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했
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통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저녁
에, 그다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에서 데려왔
다는 것을 알 것이다”란 이전의 상태의 끝에서 그들이 자유로워
졌다는 것을 밝히 알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에, 그다음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주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불평을 들으셨다”란 불평들은 중단될 것이다를 의미
한다. “여호와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우리
에게 불평하느냐?”란 그 불평들은 신성을 향해 있는 것, 신성을 
표현했던 이들을 향해서가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통보됨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저
녁에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실 것이다”란 이 상태의 끝에서 선
은 기쁨을 수단으로 제 것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에
는 배부르게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선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신다”란 그러므로해서 
붚평들은 그칠 것이다를 의미한다. “너희가 그분에 맞서 불평하는 
것”이란 이것들이 신성을 향해 있었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
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에 향해서가 아니다”란 그들은 신성을 
표현한 이들을 향해 불평한 것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여호와를 
향해서 이다”란 그들은 이후 조심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24:15-17, 40:34,35, 레위기 9:23, 민수기 14:10 
16:19,42, 열왕기상 8:10,11, 계시록 15:8, 21:10,11,23,출애굽기 
33:18-끝까지, 마태복음 24:3,30, 이사야 40:3,5, 요한복음 
12:41, 민수기 14:21, 이사야 43:8, 마가복음 8:38.
9-12절.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란 간접적으로 진행되
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유입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
중에게 말하라”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까
이 오라”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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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아
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고 있
을 즈음 그들은 광야로 뒤를 돌
아 보았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보여졌다.
1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12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불
평들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기를, 저녁 사이에 너희는 고
기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너희는 빵으로 빼부를 것이다. 그
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

13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가 왔다, 그리고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 진영 주위에 이슬
이 쌓여 있었다.

14 그리고 쌓였던 이슬이 가버렸
다, 그리고 보라 광야의 얼굴들 
위에 작고 둥근 것, 서리 만큼이
나 작은 것이 땅 위에 서리로 덮
여 있었다.
1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형제
인 사람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엇
이냐 (Man hoc)? 그 이유가 그
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몰랐
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

그리고 응용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분이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란 그분은 시험에서 받는 고통 때문에 그들에
게 원조하실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고 있
을 즈음”이란 유입을 수단으로 하여 신성으로부터 가르침이 있음
을 의미한다. “그들은 광야로 뒤를 돌아 보았다”란 그들이 있어 
왔었던 시험의 상태를 마음에서 상기해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
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보여졌다”란 지각에 머물고 있는 
진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심
을 의미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불평들을 들었다”란 시험으로부터 야
기되는 불평들은 중지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기를”이란 유입을 수단으로 통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저녁 
사이에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란 상태의 끝에서 선이 기쁨
을 수단으로 제 것 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너희는 빵
으로 빼부를 것이다”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선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느님임을 알 것이다”란 그들은 주님만
이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를 알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13-15절. “그리고 저녁이 되자”란 상태의 끝을 의미한다. “메추
라기가 왔다”란 자연적인 기쁨, 이를 선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진영을 덮었다”란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것을 채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에”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진
영 주위에 이슬이 쌓여 있었다”란 그 자체 인접하고 있는 평화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쌓였던 이슬이 가버렸다”란 진리가 은근히 심어짐을 의
미한다. “그리고 보라 광야의 얼굴들 위에”란 새로운 의지 부분을 
의미한다. “작고 둥근 것”이란 첫 번째 형성된 진리의 선을 의미
한다. “서리 만큼이나 작은 것이 땅 위에 서리로 덮여 있었다”란 
선의 형체 안에서 진리가 시종일관되어 흘러듬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보았다”란 지각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은 그의 형제인 사람에게 말했다”란 놀람을 의미한다. “이
것이 무엇이냐 (Man hoc) ? 그 이유가 그들은 그것이 무엇이었
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하여 
정보가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먹으라고 너희에
게 주신 빵이다”란 이것은 제 것 삼아져야만 하는 선,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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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먹으라고 너희에게 주신 빵이
다.

16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
던 말씀이다. 너희는 모든 이 각
각의 먹는 입에 따라 그것을 그
러모으라, 한 머리에 한 오멜이
다, 너희의 혼들의 숫자에 따르
라, 너희는 자기 천막 안에 있는 
그를 위하여 모든 이 각각에게 
가져가라.
17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
모았다, 많거나 적거나 수집했다.
18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오멜로 
측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가
져 가 보아야 너무 많은 것을 위
하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
고 적게 거둔 자를 위하여는 모
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먹
음에 의거 모든 이 각각에게 그
러모았다.
19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
다,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게 
해서는 안된다. 
20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들으
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 까지 그것의 잔여분이 있게 
했다. 그리고 그것에는 벌레들이 
새끼를 낳았고 고약한 냄새가 났
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다.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야만 하는 선, 최고 높은 의미에서 이것은 
네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1:31, 11:4,6,31-34. 마가복음 9:23, 마태
복음 28:3 계시록 1:13,14, 예레미야 애가 4:7, 다니엘 7:9, 출애
굽기 16:31, 민수기 11:7,8, 시편 78:23,24, 계시록 2:17, 요한복
음 6:49-51, 58.
16-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다”란 신성으로
부터 그것에 관하여 있는 명령을 의미한다. “너희는 모든 이 각각
의 먹는 입에 따라 그것을 그러모으라”란 각자의 수용 능력에 따
라 받고 제것 삼음을 의미한다. “한 머리에 한 오멜이다”란 모두 
각각을 위해 충분히를 의미한다. “너희의 혼들의 숫자에 따르라”
란 한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서도 충분히를 의미한다. 
“너희는 자기 천막 안에 있는 그를 위하여 모든 이 각각에게 가
져가라”란 그들과 소통함, 그리고 이로부터 있는 일반적인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모았다, 많거나 적거나 수집했다”란 각 (천
국)사회의 능력에 따라 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오멜로 측정했다”란 선을 받아들이는 힘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가져 가 보아야 너무 많은 것
을 위하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적게 거둔 자를 위하여
는 모자라지 않았다”란 일반적이든 세부적이든 모든 이 각자에게 
꼭맞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들은 각자의 먹음에 의거 모든 이 각
각에게 그러모았다”란 각자의 수용량에 따라 받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3:1,2, 에스겔 45:10,11,13,14, 이사야 
5:9,10, 레위기 27:16.
19,20절.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권고함을 의미한다. 
“누구도 아침 까지 그것을 남게 해서는 안된다”란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로부터 획득하려고 갈망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란 믿음이 없음, 
그리하여 순종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 까지 
그것의 잔여분이 있게 했다”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부터 획득
하겠다고 갈망하는 가운데 신성으로부터의 선을 남용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것에는 벌레들이 새끼를 낳았다”란 그런 결과 그것
은 추잡해졌다를 의미한다. “고약한 냄새가 났다”란 그런 결과 지
옥적인 것이 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다”그런 결과 그들은 자신들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서 돌아
서게 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6:25,8,31-34, 이사야 66:22-24, 마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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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침 
마다 그러모았다, 가자 자기 먹을 
분량에 따라서이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자랐다, 그리고 그것은 녹
았다.
22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자 그
들은 빵을 두 배로 거두어 들였
다, 각자에게 두 오멜이다. 그리
고 회중 속의 제 일인 자 모두가 
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2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
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하신 것
이다, 휴식, 여호와께 거룩한 안
식일이 내일이다. 너희는 구워야 
하는 것을 굽거라. 그리고 너희는 
끓일 것이 있으면 끓이거라. 그리
고 남은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
여 아침까지 놓아 두어라.
24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침까
지 놔두었다. 모세가 명령한 로 
였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벌레
도 그 안에 있지 않았다.

25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너희
는 이것을 오늘 먹어라, 그 이유
는 오늘은 여호와에게 안식일이
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는 들판에
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26 여섯째 날 너희는 그것을 그
러모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음 9:44,46,48, 신명기 28:39.
21-24절.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침 마다 그러모았다”란 주님
으로부터 선을 계속적으로 받음을 의미한다. “각자는 자기 먹을 
분량에 따라서이다”란 제 것 삼는 능력에 따라 모두 각각에 의해
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자랐다, 그리고 그것은 녹았다”
란 그것은 강한 욕망 (색욕, 육욕)이 증가되는 수준에 따라 자취
를 감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자”란 모두 각각의 상태의 끝에서를 의미
한다. “그들은 빵을 두 배로 거두어 들였다”란 받았던 선으로부터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자에게 두 오멜이다”란 그 다음 있게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중 속의 제 일인 자 모두가 와
서 모세에게 말했다”란 제일 가는 진리들을 되새겨 봄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게서 말하신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 유입이 있음을 의미
한다. “휴식”이란 시험이 없을 때 있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 내일이다”란 선과 진리의 결합은 영원
하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구워야 하는 것을 굽거라”란 선의 결합
을 위해 준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끓일 것이 있으면 끓
이거라”란 진리의 결합을 위해 준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놓아 두어라”란 그 다음 선과 
진리의 모든 것은 마치 자기 것인 듯 향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놔두었다”장차 있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모세가 명령한 로 였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
터 있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벌레도 그 안에 있지 않았다”란 그 안에는 
불결한 것이 아무 것도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에서 그
것은 주님에 의해 그들의 자신들이 되게 했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민수기 11:4,6, 신명기 8:3, 출애굽기 31:14, 이사
야 56:2-7, 58:13,14, 예레미야 17:24,25, 에스겔 20:12, 출애굽
기 31:13.
25-27절.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란 이 문제에 관하여 알려줌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것을 오늘 먹어라”란 영원히 제 것 되게 함
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오늘은 여호와에게 안식일이기 때문이
다”란 주님에 의해 선이 진리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오늘 너희는 들판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란 그 다음 
선은 더 이상 진리를 수단으로 획득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여섯째 날 너희는 그것을 그러모을 것이다”란 선과의 결합이 있
기 전 진리의 영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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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식일이다, 그것 안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27 그리고 일곱째 날이었다, 백
성들 중 몇몇이 그러모으려고 밖
에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28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얼마나 오랬 동안 너희
는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
기를 거절하려느냐?
29 너희는 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
에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에게 여
섯째 날에 이틀 분의 빵을 주신
다. 너희는 자기 장소에서 모든 
이 각각은 쉬어라, 아무도 일곱째 
날에 자기 처소로부터 나가지 말
라.
30 그리고 백성은 일곱째 날에 
쉬었다.
31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은 그
것의 이름을 만나(Manna)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고수풀 씨 
같고 희었다. 그리고 그것의 맛은 
꿀 안에 있는 과자의 것 같았다. 
32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이것
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 너희의 자손을 위해 보관되도
록 그것 가지고 한 오멜을 채우
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너희를 데려 올 때, 
내가 광야에서 너를 먹인 빵을 
볼 수 있게 하려 해서이다.
33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
다,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안에 만나 한 오멜 분량을 놓

란 그후 결합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것 안에는 있지 않을 것이
다”란 선은 더 이상 진리를 수단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었다”란 선과 진리가 결합된 상태를 의미한
다. “백성들 중 몇몇이 그러모으려고 밖에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란 그들은 획득하고 싶어 했지만 가
능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28-3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이 희미
한 상태에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얼마나 오랬 동안 너희는 내 명
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절하려느냐?”란 그들이 신성한 질
서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너희는 보라”란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란 
주님에 의한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
희에게 여섯째 날에 이틀 분의 빵을 주신다”란 이런 이유에서 이
전 상태의 끝에서 조차도 주님께서는 이후 이 결합을 결과할 수 
있게 진리를 통하여 선을 주신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자기 장소
에서 모든 이 각각은 쉬어라”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아무도 
일곱째 날에 자기 처소로부터 나가지 말라”란 그 다음 그들은 이 
상태에 남아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일곱째 날에 쉬었다”란 그 다음 평화의 상태 안
에 있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표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Manna)라고 불
렀다”란 그들에 관련된 그것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고수풀 씨 같고 희었다”란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순수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의 맛은 꿀 안에 있는 과자의 것 같았다”란 선
은 즐거운 것, 그 이유는 선은 기쁨을 수단으로 진리로부터 만들
어졌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32-34절.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오”란 하명함(mandate)을 의미한다. “그것 가지고 한 오멜
을 채우라”란 능력의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너희의 자손을 
위해 보관되도록”이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그들로 하여금...내가 광야에서 너를 먹인 빵을 볼 
수 있게 하려 해서이다”란 시험의 상태에 있을 때 진리의 선을 
의미한다. “내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너희를 데려 올 때”란 그들
이 침입당하고 있음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란 유입을 의미한다. “항아리를 
가져오라”란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 한 오멜 분
량을 놓아라”란 진리가 붙들 수 있을 만큼의 선을 의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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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손을 
위해 보관되도록 여호와 앞에 놓
아 두라.
3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바 로 아론은 그것을 보관하
기 위해 증거판 앞에 놓았다.
3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
들이 거주할 토지에 당도 할 때 
까지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
안의 토지 경계에 올 때 까지 만
나를 먹었다.
36 그리고 한 오멜은 한 에바의 
십분의 일이다.

17

1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
중은 여호와의 입에 따른 그들의 
여행들에 따라서 씬 광야로부터 

리고 여호와 앞에 그것을 놓아 두어라”란 그것은 신성의 현존에
서 있을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너희 자손을 위해 간직하도록”이
란 이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척도가 될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로”란 하명된 바에 
따라를 의미한다. “아론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증거판 앞에 놓
았다”란 그것응 신성의 현존에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35,36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
다”란 시험들의 모든 상태에서 진리로부터의 선을 제 것 되게 함
을 의미한다. “그들이 거주할 토지에 당도 할 때 까지”란 그들이 
천국에 오기 전, 선은 각 처 모든 곳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의 토지 경계에 올 때 까지 만나를 먹었다”란 그
들이 천국의 영역에 당도할 때까지 그들에 의해 진리로부터의 선
은 제 것 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 오멜은 한 에바의 십분의 일이다”란 그런다음 선의 
분량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19:36, 에스겔 45:11, 45:10, 아모스 8:5, 
스가랴 5:5-11.

내적 의미 요약
  앞장은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이 겪은 두 번째 시험이 취
급되었다. 즉 목마름, 물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각했
으되 기뼈하지 않았다. 16장은 내적 의미에서 세 번째 시험이 취
급되고 있다. 이는 선의 결핍으로부터 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어 그리워하여 불평해댄 빵과 고기를 수단으로 선의 결핖이 의
미되고 있다. 시험 후에 위로됨이 그들이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미되고 묘사되었다. 만나는 영적인 선 (spiritual good)을 명시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도움이나 돌봄이 없이 주님에 의해 계
속적으로 주어져 왔다는 것이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받는 것으로, 
만일 그들이 더 그러모으면 그것 안에는 벌레가 새끼를 치는 것
으로 의미되고 있다. 

17
내적 의미 해설

1-3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은 여행했다”란 영적 삶
이 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씬 광야로부터”란 선에 관련된 시험
의 상태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들의 여행들에 따라”란 천국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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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르비딤
에 진영을 차렸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마실 물은 없었다.

2 그리고 백성은 모세와 말다툼
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물을 주라 그리고 
우리는 마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는 그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는 
나와 말다툼하느냐? 왜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 그리고 백성은 거기서 물을 위
해 목말랐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
에 맞서 불평했다, 그리고 말했
다, 이것이 어찌됨이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만
들었던 것은 나와, 내 아들들, 그
리고 내 소떼가 목말라 죽게 하
려 함이었더냐?

4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소리
쳐,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이 백
성에게 해야 할 것입니까? 조금 
더 심하면 그들은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
5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을 데려 오라. 그리고 네가 강을 
세게 쳤던 네 지팡이를 네 손에 
잡으라 그리고 가라.

명을 받기 위해 삶의 질서에 따라...를 의미한다. “여호와의 입에 
따른...”이란 주님의 섭리에 의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르
비딤에 진영을 차렸다”란 “르비딤”으로 그 본성이 의미되는 시험, 
즉 진리 측면에서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내면들을 질서적으로 
고정시킴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마실 물은 없었다”란 
진리의 결핍, 그 결과 새롭게 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와 말다툼을 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맞서 비통하게 불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물을 주라 그리고 우리는 마실 것이다”란 진리를 열렬
히 갈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생각 
안으로 유입됨을 수단으로 답함을 의미한다. “왜 너희는 나와 
말다툼하느냐?”란 그들은 불평함에서 보다 더 온순해야 할 것이
다를 의미한다. “왜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란 그들이 원조 
받음을 자포자기하고 신성에 맞섰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거기서 물들을 위해 목말랐다”란 진리를 갈망함
이 증폭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에 맞서 불평했다”란 
고통의 수준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이 어찌
됨이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
란 왜 우리가 침입당하고 있음으로부터 자유해졌는가를 의미한다. 
“나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소떼가 목말라 죽게 하려 함이었더
냐?”란 진리의 결핍으로부터 영적 생명 속의 모든 것은 끝장을 
내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8:11-13, 이사야 55:1, 계시록 21:6, 요한
복음 4:13,14, 6:35, 7:37,38, 이사야 21:14, 32:6, 41:17,18, 
48:20,21, 49:10, 신명기 8:15, 이사야 35:4,6,7, 시편 63:1, 이사
야 5:13, 50:2.
4-6절.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소리쳐, 말하기를”이란 내면의 
탄식과 중재를 의미한다. “제가 무엇을 이 백성에게 해야 할 것입
니까?”란 진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 단히 슬픈 불평을 늘어 놓
는 이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조금 더 심하면 그들은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란 그들은 신성으로부터 오는 진리에 폭력을 행사하
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원조가 있음을 의미한
다.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란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
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려 
오라”란 제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강을 세게 쳤던 
네 지팡이”란 거짓들이 사라지게 했던 신성한 권능을 의미한다. 
“네 손에 잡으라 그리고 가라”란 이미 설비된 것 가지고 그는 하
명을 받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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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라, 나는 너희 앞 호렙의 바
위 위에 서있다. 그리고 너는 이 
바위를 세게 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백성들이 마실 물
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
게 했다.

7 그리고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싸 그리고 므리바라 불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말
다툼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
호와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호
와는 우리 한가운데에서 계시느
냐, 혹은 안계시느냐? 했기 때문
이다.

8 그리고 아말렉이 왔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9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남자들을 뽑아 나가서 아
말렉과 맞서 싸우라. 내일 나는 
언덕 꼭 기에 서있는다, 그리고 
내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있는다.

10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
기에게 말했던 로, 아말렉과 맞
서 싸웠다, 그리고 아론, 그리고 

 “보라, 나는 너희 앞 호렙의 바위 위에 서있다”란 믿음으로부터
의 진리에 관련된 주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 바위를 세게 
칠 것이다”란 그들은 그분에게 탄원하는데 절박해야 한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물들이 나올 것이다”란 믿음으로부터
의 진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백성이 마실..”이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란 제일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3,4,13,15,18,30,31,37, 다니엘 
2:34,35,44,45, 마태복음 16:18,19, 이사야 16:1, 17:10, 31:8,9, 
42:11, 51:1, 예레미야 48:28, 51:25,26, 시편 81:16, 사사기 
6:20,21, 13:19,20, 이사야 48:20,21, 민수기 20:10-12.
7절. “ 그리고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싸라 불렀다”란 시험의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므리바”란 불평의 품질을 의미
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말다툼 때문이다”란 그들
이 거의 단념해버리려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는 시험의 비통함으
로부터 불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
문이다”란 그들이 원조 받기를 포기했던 신성에 달려들었다를 의
미한다.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 한가운데에서 계시느냐?”란 그
들은 주님은 그분 자신에서 도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1:7, 95:8-11, 신명기 6:16, 9:22,24, 33:8, 
민수기 20:12,13, 27:14, 20:24, 신명기 32:50,51.
8,9절. “아말렉이 왔다”란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란 비통한 시험을 참아가
고 있을 때 그들은 공격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란 전투하는 진리 안으로 
신성의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을 뽑아라”란 싸우기 위
해서는 진리들을 끌어내야 한다를 의미한다. “나가서 아말렉과 맞
서 싸우라”란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들과 맞섬을 의미한다. 
“내일 나는 언덕 꼭 기에 서있는다”란 선행으로부터의 선에 신성
으로부터의 진리가 결합함, 그런 결과 유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잡고”란 이로부터 권능이 있
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4:45, 이 장의 마지막 절, 신명기 
25:17-19, 사무엘 상 15:1-3,9,23,26, 32,33.
10-13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했던 로..”란 
싸우는 진리가 신성한 진리에 의해 훈육되었을 때의 결과를 의미
한다. “아말렉과 맞서 싸웠다”란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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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은 언덕 꼭 기로 올라 갔다.

11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
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은 우세했
다.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내렸
을 때, 아말렉이 우세했다.

12 그리고 모세의 손들은 무거워
졌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가져왔
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아래 놓
았다, 그리고 그는 그위에 앉았
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
들을 잡았다,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잡았다. 그
리고 해가 저물 때까지 그의 손
들은 고정되었다.
13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검의 끝머리를 가지
고 약해지게 했다. 

14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이것을 책 안에 써서 기
념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
수아의 귀들 안에 놓아라, 나는 
천국들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
억을 지워버릴 것이다.
15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건설했
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불렀다. 
16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야훼의 
왕좌 에 맞선 손이 있기 때문이
다, 여호와께서는 로 아말렉
과 전쟁을 가질 것이다.

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 그리고 훌”이란 게속적인 질서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언덕 꼭 기로 올라 갔다”란 선
행으로부터의 선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란 영적 교회 속에 있
는 이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은 우세했다”란 그러면 싸우는 진리는 정복했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가 자기 손을 내렸을 때”란 그들과 더불은 믿음이 아래쪽
을 쳐다보거나 주님으로부터 떠나 자아와 세상으로 향했을 때를 
의미한다. “아말렉이 우세했다”란 그러면 거짓이 정복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모세의 손들은 무거워졌다”란 주님을 위쪽으로 쳐다보는 
힘이 실패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가져왔다”란 질
서의 최말단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것을 모세 아래 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앉았다”란 질서의 
첫 번째에 있는 진리와 상응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란 질서 안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의 손들을 잡았다”란 싸
우는 진리의 능력을 떠받쳐줌을 의미한다. “하나는 이쪽에서, 다
른 하나는 저쪽에서 ”란 모든 쪽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까지”란 이 상태가 중단될 때 까지를 의미한다. “그의 손
들은 고정되었다”란 능력이 강화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약해지게 했다”란 내
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있는 이들의 능력이 쇠약해짐을 의미
한다. “검의 끝머리를 가지고”란 싸우는 진리를 수단으로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32.
14-1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이것을 책 안에 
써서 기념되게 하라”란 영원히 기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을 여호수의 귀들 안에 놓아라”란 거짓에 맞서 싸우는 진리를 위
하여 순종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천국들 아래로부터 아
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릴 것이다”란 이 거짓은 더 이상 싸워야 하
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건설했다”란 예배의 거룩한 것에서, 그리
고 기억의 거룩한 것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
호와-닛시라 불렀다”란 내면의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이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계속되고 주님의 보호도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야훼(Jah)의 왕좌 에 맞선 손이 있기 때문
이다”란 그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에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로 아말렉과 전쟁을 가질 
것이다”란 그들은 굴레 아래 가져다 놓일 것이고, 지옥에 던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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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그리고 이드로,미디안의 제사장
이며, 모세의 장인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
트에서 나오게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2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그녀를 떠나 보낸 후 모
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다.

다. 게다가 주님의 신성한 권능 덕택에 그들은 결코 일어설 수 없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8, 다니엘 7:9,10, 12:1, 시편 69:27,28, 
계시록 3:5, 21:27, 20:12,13,15, 13:8, 17:8, 5:1,2,5,8,9, 시편 
139:16 예레미야 4:5,6, 이사야 18:3, 5:26, 13:2, 49:22, 59:19, 
11:10, 민수기 21:8,9, 요한복음 3:14,15.

내적 의미 요약
  앞장은 내적 의미에서 세 번째 시험이 취급되었는 바, 즉 선의 
결핍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
서 네 번째 시험이 취급되었는바, 진리의 결핍이다. 이 시험은 
“그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불평해댐”으로 의
미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의 진리가 주님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나옴”으로 의
미되었다. 
  그런 다음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맞서는 악으로부터 있
는 거짓과의 전투가 뒤따른다, 이 전투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맞
서 싸우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와 선 안에 있
는 그들은 자기들이 위쪽을 바라보아 주님에게 향하고 있을 때 
정복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은 굴복하
고 만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가 그의 손들을 들고 
있으면 이겼고, 그가 내려 놓으면 패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다.

18
내적 의미 해설

1-5절. “그리고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신성한 선을 의미
한다. “모세의 장인”이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더불어 결합된 
선인 것으로부터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
고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을 들었다”란 주
님의 영적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셨던 여러 사항들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모든 일들”이란 그들이 침입받고 있음에서 주님에 의해 자
유해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다”
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된 신성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모세가 그녀를 떠나 보낸 후”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의 상
태와는 상 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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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그 이유가 그가 말했기를, 나는 
외국의 토지에서 체류자가 되어
왔다 하였기 때문이다.
4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
리에셀이었다. 그 이유는 내 아버
지의 하느님이 나의 도움이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검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이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모세에게, 그가 하느님의 
산에서 진을 친 광야로 왔다.

6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 
나, 당신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
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내, 그녀
와 함께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왔
다.
7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
나러 나갔다, 그리고 자신을 굽혀 
절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동료 사람이 
평안한지에 관하여 물었다. 그리
고 그들은 천막에 왔다.
8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와 이집트인
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셨
던 모든 것, 길을 가는 중에서 그
들을 발견했던 모든 곤경, 그리고 
여호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들었다.
9 그리고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모든 좋
은 일,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에 무척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들”이란 진리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그 이유가 그가 말했기를, 나는 외
국의 토지에서 체류자가 되어왔다 하였기 때문이다”란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속의 진리의 선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란 교회 내에 있는 
이들 속의 진리의 선의 품질을 의미한다.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 
나의 도움이었다”란 주님의 자비와 그분이 교회 안에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검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란 침
입한 이들 속의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란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란 진리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결합된 선을 의미한다. “모세에게, 광야로”
란 시험들이 있는 때인 거듭남 이전 상태에서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가 하느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란 진리의 선에 가까이를 의
미한다..
6,7절.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란 유입, 그리고 유입에서 
파생된 지각을 의미한다. “나, 당신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내, 그녀와 함께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왔다”란 
신성한 선이 그것들의 질서에 따라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갔다”란 신성한 선에 신성
으로부터의 진리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을 굽혀 절했
다”란 받아들임(immiss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했
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동료 사람이 평안한
지에 관하여 물었다”란 상호적인 신성한 천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천막에 왔다”란 합일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8-11절.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을 들었다”란 그런다음 거짓들과 
침입함 속에 있는 이들에 맞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권능에 관
하여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길을 
가는 중에서 그들을 발견했던 모든 곤경”이란 시험들에서 있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란 주님의 
신성한 원조 덕택에 자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모든 좋은 
일에 무척 기뻐했다”란 만사가 순조로웠을 때 있는 신성한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으로부터 구출하
신 것”이란 침입했던 자들의 욕지거리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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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했다.
10 그리고 이드로는 말했다, 여
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분은 너를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하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
래로부터 구출해내셨다.
11 지금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가장 위 하신 
분임을 아노라. 그 이유가 그들이 
그들 위에서 거만하게 관계했었
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은 하느님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론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
로들이 하느님 앞에서 모세의 장
인과 빵을 먹기 위해 왔다.
13 그리고 아침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판결하러 앉았
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 
까지 모세 앞에 서있었다.

14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백성
에게 행하는 이 말은 무엇이뇨? 
왜 자네 만 홀로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 까지 서있
는가?
15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말했다, 백성들이 하느님께 문의
하러 나에게 오기 때문이오.
16 그들이 말다툼을 가질 때, 나
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의미한다.
 “그리고 이드로는 말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란 신성한 선을 
의미한다. “그분은 너를 이집트인들의 손으로부터, 바로의 손으로
부터 구출하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로부
터 구출해내셨다”란 진리의 선, 선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자비를 의미한다.
 “지금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가장 위 하신 분
임을 아노라”란 주님, 그분 외에 하느님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은 거만하게 그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란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통치하려 고심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12-15, 19.
12절.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하느님을 위해 번제물과 희
생제물을 가져왔다”란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들로부터 예배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들”이란 제일 가는 교회 속의 사항들을 의미한다. “하느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빵을 먹기 위해”란 신성한 선 덕택에 이런 것들이 
제 것 되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2:27.  
13-16절. “그리고 아침이었다”란 영원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판결하러 앉았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
이 선으로부터 있기 전일 경우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그들의 문
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 앞에 서있었다”란 
그런다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일치하는 가운데 순종함을 의미
한다. “아침부터 저녁 까지”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있는 모든 
상태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란 
신성한 선의 전지하심(omniscience)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
했다, 왜 자네 혼자만 앉아 있는가?”란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은 없다를 의미한다. “모든 백성이 아침
부터 저녁 까지 자네 앞에 서있는가?”란 그 때 당시 이것은 모든 
상태에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의지 속의 모든 것
의 근원이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말했다”란 답 안에 있는 상호성
을 의미한다. “백성들이 하느님께 문의하러 나에게 오기 때문이
오”란 그들은 말씀(the Word)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는 사실들 
외의 여느 근원으로부터서는 뜻하고 행동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들이 말다툼을 가질 때”란 부닥치는 모든 것에서를 의미한다.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를 판결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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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동료 사이를 판결합니다, 그
리고 나는 하느님의 심판들, 그리
고 그분의 법들을 알게 만듭니다.
17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한 그 말은 좋지 않
다.
18 당신은 닳아 없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과 더불은 백성 모두 
그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이 
당신을 위하여 너무 무겁기 때문
이다. 당신 홀로 그것을 할 수 없
다.
19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
는 당신에게 조언할 것이다, 그리
고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다. 당신은 백성들이 하느님
과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 당신
은 하느님에게로 말다툼들을 가
져가라.
20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규례
와 법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
이 걸어야만 하는 길, 그들이 해
야만 하는 일을 알게 만들라.
21 그리고 당신은 모든 백성으로
부터 하느님을 경외하는 진솔한 
자, 이익을 미워하는 진리의 사람
을 찾으라.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으로 세워라.

22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나 백
성들을 판결하게 하라. 그리고 큰 
언쟁은 자네에게 가져오고, 사소
한 것은 그들이 판결하게 하라. 

다”란 이런 때에 그들은 밝히 알려진 진리에 일치할 의향을 다분
히 지니고 있다를 의미한다. “,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심판들, 그
리고 그분의 법들을 알게 만듭니다”란 이 근원으로부터 그들은 
참된 것과 선인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는다를 의미한다. 
17-23절.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란 예견을 의미
한다. “네가 한 그 말은 좋지 않다”란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
다를 의미한다.
 “당신은 닳아 없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과 더불은 백성 모두 
그러할 것이다”란 그러므로해서 이식되었던 진리는 멸해질 것이
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말이 당신을 위하여 너무 무겁기 때문
이다”란 그것은 질서와 일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를 의미
한다. ‘당신 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유입 없이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라”란 합일로부터 동의함을 의미한다. 
“나는 당신에게 조언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계
실 것이다”란 그것은 신성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당신은 백
성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게 하라”란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하느님에게로 말다툼들을 가져
가라”란 중재와 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란 주님으로부
터 직접적으로 있는 진리로부터 교회 속의 외적, 내적인 선들과 
진리들이 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을 
알게 만들라”란 총명의 빛, 그 결과 있는 삶을 의미한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란 행동하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백성으로부터...찾아보라”란 섬기고 봉사하
는 진리들을 뽑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진솔한 자”란 
신성으로부터의 선과 결합되어 질 수 있는 것과 더불어를 의미한
다. “이익을 미워하는 진리의 사람”이란 진리들은 세상적인 목적
(end) 없이 순수하다는 것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천부장으로 세워라”란 신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있는 진리 
아래에서 첫 번째 수준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백부
장”이란 두 번째 수준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오십 부
장”이란 중간에서 있어 매체 역할을 하는 제일의 진리를 의미한
다, “십부장”이란 세 번째 장소에 있는 제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나 백성들을 판결하게 하라”란 이런 방법
으로 영원히 배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언쟁은 자네에게 가
져오고...”란 모든 것은 신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있는 진리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사소한 것은 그들이 판결하게 하라”란 얼마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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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 위로부터 양도하라, 그
리고 그들은 너와 함께 짐을 지
게 하라.
23 만일 네가 이 말을 행하고, 
하느님께서도 너에게 명령하신다
면, 그러면 너는 버텨낼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백성도 평화로이 
각자 장소에서 가있을 것이다.

24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을 모두 실시했다.
25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에서 진솔한(탁월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의 우
두머리로서 주었다. 천부장, 백부
장, 오십부장, 십부장.

26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나 백
성을 판결할 것이다, 그들은 어려
운 말다툼을 모세에게 가져올 것
이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말다툼
을 판결할 것이다.
27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이 
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
신의 토지로, 자신에게로 갔다. 

세부적이고 간단한 것은 또다른 근원으로부터 인듯 나타난다를 의
미한다. “그리고 네 위로부터 양도하라, 그리고 그들은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하라”란 이러므로해서 있는 그들을 위한 직책과 기능을 
의미한다.
 “만일 네가 이 말을 행하고, 하느님께서도 너에게 명령하신다면”
이란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그러면 너
는 버텨낼 수 있다”란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함을 의미한
다. “또한 이 모든 백성도 평화로이 각자 장소에서 가있을 것이
다”란 이러므로해서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선 안에 있을 
것이고, 선을 수단으로 인도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8, 계시록 20:1-3, 5 출애굽기 20:5,6, 
신명기 5:9,10, 7:9, 예레미야 32:8, 시편 105:8, 91:7, 68:17, 
144:13, 90:4.
24-27절.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을 모두 실시했다”란 신성한 선의 질서 안
에 놓여진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진솔한(탁월한, activity) 사
람들을 뽑았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이 결
합되어질 수 있는 진리들을 뽑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백
성의 우두머리로서 주었다”란 이런 진리들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란 신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진리에 계속적인 순서로 종속되고 있는 제
일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때나 백성을 판결할 것이다”란 그 결과 항
구적으로 의존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어려운 말다툼을 모세에게 
가져올 것이다”란 중재와 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말다툼은 판결할 것이다”란 작고 세세한 사항들은 또다른 근원으
로부터인 듯 나타나기도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을 가게 했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상태
가 잘 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신의 토지로 
자신에게로 갔다”란 신성 자체에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19,26, 7:39, 16:7,13,14.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처음이신 분으로부터 
마지막 되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는 질서 안에 있는 진리
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으로부터의 선에 의해 질서 안에 놓여
져 있다는 것이다. 첫째 수준에 있는 진리가 모세로 표현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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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빠져 나온지 석 달인 이 날에, 그
들은 시내 광야로 왔다.
2 그리고 그들은 르비딤으로부터 
여행했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왔
다, 그리고 광야에서 진을 쳤다. 
그리고 거기 산 가까이에 이스라
엘은 진영을 차렸다.

3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로 올
라 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산
으로부터 그를 부르셨다, 말하시
기를, 그러므로 너는 야곱의 가문
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
엘의 아들들에게 선포하라.

4 너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했
던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독수리의 날개들로 날랐다
(운반했다), 그리고 너를 나에게 
데려왔다.
5 그리고 지금, 만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백성 보
다 우선적으로 나의 것, 나자신의 
소유일 것이다. 그 이유가 모든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계속되는 질서 안에 있는 진리들이 천
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를 수단
으로 질서 안에서의 설치가 결과되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19
내적 의미 해설

1,2절. “석 달에”란 상태가 충만해짐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
들들이 이집트를 빠져 나온지”란 영적 교회 속에 있었던 이들이 
침입당함에서 자유해진 후에를 의미한다. “이 날에”란 그런 다음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시내 광야로 왔다”란 믿음 속의 진
리가 이식되어 왔던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르비딤으로부터 여행했다”란 이전의 상태로부터
의 삶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왔다”란 진리들
이 이식되어왔던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진을 
쳤다”란 이 상태에서 배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 산 가까이
에 이스라엘은 진영을 차렸다”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더
불은 배열이 신성한 천적 선에 의해 되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7-9, 사사기 5:4-7, 신명기 33:2.
3-8절.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로 올라 갔다”란 천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그 자체 결합하고 있는 천국 아래에 있는 신성으
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산으로부터 
그를 부르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천국에 있는 신성한 선이 거기 
있는 신성한 진리와 합일됨(union, 융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는 야곱의 가문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게 선포하라”란 외적, 내적인 영적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
심을 의미한다.
 “너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했던 것을 보았었다”란 침입했었던 
악에 떨어진 모든 것을 기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독
수리의 날개들로 날랐다(운반했다)”란 그들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천국의 빛으로 끌어 올려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를 나에게 
가져왔다”란 천국 안에 있는 사랑의 선에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만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이란 진리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내 언약을 지킨다면”이란 그러므로해서 삶
이 선 안에 있음, 그 결과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희
는 모든 백성들 보다 우선적으로 나의 것, 나자신의 소유일 것이
다”란 그런다음 신성한 진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모든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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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들의 왕국일 것이다, 그리고 거룩
한 나라일 것이다. 이것들은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말
들이다.
7 그리고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했
던 말을 놓았다.
8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함께 

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호와
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
성들의 말들을 여호와께 보고했
다.
9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구름의 빽빽
함에서 너희에게 온다, 내가 너에
게 말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을
런지 모르고, 또한 영원히 너를 
믿을 수 있을런지 몰라서이다. 그
리고 모세는 백성의 말들을 여호
와께 선포했다.

1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백성에게 가라, 그
리고 그들이 오늘과 내일 정결하
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빨아라.
11 그리고 그들이 셋째 날을 준
비하게 하라, 그 이유는 셋째 날
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백성

이다”이란 주님께서는 천국 안에서, 땅 위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
고 계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일 것이다”란 그 다음 진
리의 선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일 것이다”란 그러므로해서 영적 왕국이 있다를 의미한다. 
“이것들은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말들이다”란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받기 위해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란 진리의 총
명을 첫 번째 중요함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말들을 놓았다”란 유입과 함께 선언함을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했던...”이란 신성으로부터를 의미
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함께 답했다”란 받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이다”
란 신성으로부터의 유입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
성들의 말들을 여호와께 보고했다”란 상응과 결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23,24, 3:13, 10;5,21, 17:3-8, 시편 
68:13, 이사야 40:31, 18:10, 104:3, 91:4, 계시록 9:2,3,9, 시편 
135:4, 신명기 7:6, 14:2, 26:17,18.
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다”란 계시에 관하여 신
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여 신성이 유입됨을 의미한다. “보
라, 나는 구름의 빽빽함에서 너희에게 온다”란 계시는 자연적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자연적인 형체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를 의
미한다. 이런 형체를 예를 들면 글자로 있는 구약 성서 이다. “내
가 너에게 말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란 영적 교
회 속에 있는 이들이 신성한 것들을 납득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
다. “또한 영원히 너를 믿을 수 있을런지 몰라서이다”란 믿음 속
의 진리에는 인내함이 있어야 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말들을 여호와께 선포했다”란 상응과 결합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12.
10-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준비에 관
한 계시를 의미한다. “백성에게 가라”란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과 내일 정결하게 하라”란 지금 그리고 후에 그들이 
믿음의 거룩함에서 나타날런지 모를 내면들을 덮어 감춤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빨아라”란 그들의 진리들
을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란 이리하여 준비가 충
분히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셋째 날에”란 그들이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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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눈에 내려 오실 것이기 때
문이다.
12 그리고 너는 백성 주위에 경
계들을 놓을 것이다, 말하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는 산
으로 가지 말라, 또는 그것의 끝
자락도 건드리지 말라. 산을 건드
리는 모든 이 각각은 확실히 죽
을 것이다.

13 손이 그것에 닿지 말라, 그 
이유는 그는 돌로 때림을 당하거
나 쏨(shot)을 당할 것이기 때문
이다. 만일 짐승이면, 만일 사람
이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요벨(jobel)이 꺼내졌을 때, 그들
은 산으로 올라 올 것이다.

14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부터 백
성에게로 내려 갔다, 그리고 백성
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빨았다.

15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말했
다, 삼 일들을 위해 준비하라, 여
인을 가까이 말라. 
16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다, 아
침이었을 때 목소리들과 번개, 그
리고 산 위에 무거운 구름이, 그
리고 극도로 강력한 나팔의 소리
가 있었다, 진영 안에 있었던 백
성은 덜덜 떨었다.

17 그리고 모세는 백성이 하느님

준비가 끝남에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눈에 내려 오
실 것이기 때문이다”란 주님의 오심, 그런 다음 계발됨을 의미한
다. “시내 산 위에”란 진리가 이식되어질 선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백성 주위에 경계들을 놓을 것이다”란 천국에서의 
넓혀짐은 선의 영적인 범위 보다 더 커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말하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는 산으로 가지 말라”란 
선을 사랑함 안에 있는 천적인 사회들로 까지는 무엇이든 확장되
는 일은 없다를 의미한다. “또는 그것의 끝자락도 건드리지 말라”
란 그 중간인 매개적인 것들 조차도 안된다를 의미한다. “산을 건
드리는 모든 이 각각은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천적인 사회들에 
끼워들려 하는 영적 교회 속의 사람은 누구든지 멸해진다를 의미
한다.
 “손이 그것에 닿지 말라”란 어떤 자기 확증을 통하여 자신을 끼
워넣게 하려는 그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는 돌로 때림을 당
할 것이다”란 이러므로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 속의 진리는 멸망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또는 쏨(shot)을 당할 것이다”란 영적 선 
역시 멸망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만일 짐승이면, 만일 사람이다
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란 선과 진리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요벨(jobel)이 꺼내졌을 때”란 천적인 
선으로부터의 일반적인 지각을 가지는 이들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 올 것이다”란 천적인 사회로까지 멀리 넓혀
짐을 의미한다.
14,15절.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부터 백성에게로 내려 갔다”란 선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받기 위하여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
여 준비하고 응용해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을 정결하게 했
다”란 그들이 믿음의 거룩함 안에 있기 위해 나타날런지 모를 내
면의 것들을 덮어 감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겉
옷을 빨았다”란 믿음 속의 짐리들을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말했다, 삼 일(three days)들을 위해 준
비하라”란 충분히 준비함을 의미한다. “여인을 가까이 말라”믿음
의 선을 깨끗케함을 의미한다.
16-19절.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다”란 깨끗케함의 끝에를 의미
한다. “아침이었을 때”란 그들이 선 안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의
미한다. “목소리들과 번개들이 있었다”란 계시가 있었던 신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 위에 무거운 구름”이란 이제 막 받
으려 하는 이들에 관련한 신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극도
로 강력한 나팔의 소리가 있었다”란 주위에 있었던 천적인 상태
를 의미한다. “진영 안에 있었던 백성은 덜덜 떨었다”란 이제 막 
받아지게 되는 쪽에 있는 거룩한 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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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기 위해 진지에서 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의 낮은 
부분에 자기들의 서있음을 가졌
다.
18 그리고 시내 산은 그것의 전
체가 연기로 자욱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불 안에서 그것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
기로부터의 연기는 가마의 연기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산 전체는 
힘차게 흔들렸다.
19 그리고 나팔의 소리가 가고 
있었고, 더욱 힘차게 증 되었을 
때, 모세는 말했다, 그리고 하느
님께서는 음성 안에서 그에게 
답하셨다.

20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
으로, 이 산의 머리에 내려 오셨
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산의 머
리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
세는 올라 갔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내려가라, 백성에게 
책임을 주어라, 그들이 어쩌다가 
헤집고 들어가 여호와를 보려 하
여 그들 중 많은 이가 낙하하지 
않게 하라.
22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정결
하게 할 것이다, 어쩌다가 여호와
께서 그들 안에서 깨뜨림을 만들
지 않게 하라.
23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
다, 백성은 시내 산에 올라 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께서 우

 “그리고 모세는 백성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진지에서 나가게 
했다”란 그들과 더불어 있는 선 안에서 신성을 받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산의 낮은 부분에 자기들의 서있음을 가졌다”란 천적인 
사랑의 선으로부터서는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내 산은 그것의 전체가 연기로 자욱했다”란 엄청나게 
큰 희미함 안에서 천적인 선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여
호와께서 불 안에서 그것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란 신성이 
거기 천적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
기로부터의 연기는 가마의 연기 같이 올라갔다”란 탐욕들로부터 
있는 흐릿함 같이 불명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 전체는 힘차
게 흔들렸다”란 천국이 동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팔의 소리가 가고 있었고, 더욱 힘차게 증 되었을 
때”란 천사들의 천국을 통하여 있는 계시의 일반적인 것을 의미
한다. “모세는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음성 안에서 그에게 

답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유입을 수단으로 그 곳
에 신성 자체가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2:17,18, 97:4,5, 135:6,7, 예레미야 10:13, 
51:16, 계시록 111:19, 16:18, 에스겔 1:13,14, 다니엘 10:5,6, 
스가랴 9:14, 나흠 3:3, 신명기 32:41, 스가랴 9:14, 시편 47:5, 
신명기 4:11,12, 5:22, 신명기 5:23-25, 열왕기상 19:11,12.
20-2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으로 내려 오셨다”란 천
국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이 산의 머리에”란 가장 
깊은 천국 안에를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산의 머리로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 갔다”란 거기서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결합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신성으로부터 권고
가 있음을 의미한다. “내려가라, 백성에게 책임을 주어라, 그들이 
어쩌다가 헤집고 들어가 여호와를 보려 하지 않게 하라”란 영적 
교회 속에 있는 그들은 신성한 천적인 것이 있는 천국 안으로 승
강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낙하한
다”란 그런 식으로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정결
하게 할 것이다”란 신성이 든 영적 선 안에 있는 이들은 덮어 가
리워 진다를 의미한다. “어쩌다가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서 깨뜨림
을 만들지 않게 하라”란 그 결과 수반되는 선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다”란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생각을 의미한다. “백성은 시내 산에 올라 올 수 없습니다”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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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책임을 주시어, 말하시기
를, 산에 경계를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 하셨기 때
문입니다.

24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
하셨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 그
리고 너는 올라오라, 그리고 너와 
함께 아론도 오라. 그리고 제사장
들과 백성이 여호와에게 올라오
겠다고 헤집고 들어오지 않게 하
라, 어쩌다가 그분이 그들 안에서 
깨뜨림(breach)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25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20

1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말들을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느님,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종들의 집
으로부터 너희를 데려 왔다.

3 너는 내 얼굴들 앞에서 다른 

들은 자신들 스스로 천적 왕국으로 들어 올릴 수 없다를 의미한
다. “그 이유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란 
그들은 신성한 분에 의해 경고되어 왔었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말하시기를, 산에 경계를 놓아라”란 선으로부터의 영적 영역은 
그 아래 층의 꿈틀됨을 중지하게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것(백성)을 정결하게 하라”란 이러므로 그들은 신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 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셨다”란 권고하심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란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
는 올라오라, 그리고 너와 함께 아론도 오라”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내적, 외적 측면에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사장
들과 백성이 여호와에게 올라오겠다고 헤집고 들어오지 않게 하
라”란 영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천적인 천국 안으로 
승강하기를 바라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어쩌다가 그분이 그들 안
에서 깨뜨림(breach)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란 진리와 선으로부
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갔다”란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여 신성이 유입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란 
훈계함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목 안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하는 
주제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계시됨(밝히 알림)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
내적 의미 해설

1절.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말들을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천국들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들을 위
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truths Divine)을 의미한다.
2-7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느님”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모
든 것, 그리고 각각에 보편적으로 군림하시는 신성한 인간 측면에
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데려 왔다”란 그분에 의해 지옥으로부터 자유해짐을 의미
한다.
 “너는 내 얼굴들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란 진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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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을 가지지 말라,
4 너는 새긴 우상을 너희에게 만
들지 말며 위로는 천국들 안에 
있는 것, 또는 아래로는 땅 안에 
있는 것, 땅 아래 물들 안에 있는 
것이든 닮은 어떤 것을 너희에게 
만들지 말라.
5 너는 네 자신을 구부려 그것들
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느님은 열심 있는 하느님이어
서, 조상들의 불법을 아들들 위
에, 나를 미워하는 삼 들 위에, 
사 들 위에 덮치게 하기 때문
이다.

6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들을 지키는 수많은 그들에게 자
비를 베푼다

7 너는 네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
을 무익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
가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을 무익
하게 간직하는 그를 죄 없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

주님 외에 여느 다른 근원으로부터서는 생각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너는 새긴 우상을 너희에게 만들지 말라”란 자아-총명으로부터
도 아니다를 의미한다. “닮은 어떤 것”이란 신성으로부터 있는 이
러한 것들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위로는 천국들 안에 있는 것, 
또는 아래로는 땅 안에 있는 것”이란 영적인 빛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이든, 또는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이든을 의미한
다. “땅 아래 물들 안에 있는 것이든”이란 감각적인 육체의 것 안
에 있는 이런 것들 이든을 의미한다.
 “네 자신을 구부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라”란 그것들로 지불되어지는 신성한 예배는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느님”이란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신성을 의미한다. “열심 있는 하느님이
다”란 거짓과 악이 거기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조상들의 불법
을 아들들 위에 덮치게 한다”란 그 결과 악으로부터 파생된 거짓
이 급격히 늘어남을 의미한다. “삼 들 위에, 사 들 위에”란 
길고 길게 연속됨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나를 
미워하는 그것들의...”이란 주님의 신성 을 절 적으로 거절하는 
누구를 의미한다.
 “수많은(thousands) (그들에게) 자비를 행함”이란 선과 진리는 
(그들에게) 영원하다를 의미한다.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그
들...”이란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받는 누구를 의미한다. “내 계명
들을 지키는...”이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을 받는 누구를 의미한
다.
 “너는 네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익하게 하지 말라”란 믿음으
로부터의 진리와 선을 모독하고 독설을 함(profanings and 
blasphemings)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간직하는 그를 죄 없음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란 이런 것들은 용서되어질 수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3-26, 누가복음 21:8, 예레미야 
10:14, 51:17, 하박국 2:18,19, 예레미야 50:38,39, 이사야 
44:9-11, 44:17,18, 40:18-20, 43:6-8, 21:9, 30:22, 예레미야 
8:19, 호세아 11:2, 신명기 27:15, 신명기 4:16-19, 23-28, 이
사야 63:15, 9:6,7, 37:32, 에스겔 39:25, 시편 69:9, 이사야 
42:13, 요엘 2:18, 신명기 6:14,15, 32:16,17,21, 에스겔 5:13, 
스가랴 1:14,15 8:2, 스바냐 3:8, 신명기 29:20, 시편 79:5,6, 
38:1, 에스겔 16:42, 38:19, 신명기 4:23,24, 출애굽기 34:14, 마
태복음 12:31,32, 누가복음 11:24-26, 출애굽기 32:4-6, 33,34.
8-11절. “기억함”이란 생각 안에서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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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하게 간직하라.

9 육 일은 네가 노동하고, 모든 
네 일을 하라.
10 그리고 일곱 째 날은 여호와 
네 하느님에게 안식일이다.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 그리고 
네 아들, 그리고 네 딸, 그리고 
네 남종, 그리고 네 여종, 그리고 
네 짐승, 그리고 네 문들 안에 
있는 네 체류자.
11 그 이유가 육 일 동안에 여호
와께서는 천국과 땅, 바다, 그리
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
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안
식일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거룩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12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존
경하라, 네 날들이 여호와 네 하
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토지에
서 길어질런지 모른다.
13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
음을 범하지 말라. 너는 훔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에게 거짓말의 
증거를 답하지 말라.

일”이란 최고 높은 의미에서 신성 자체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합일됨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에서 신성한 인간이 천국들과 결합
함, 고로 천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혼
도 의미한다. “그것을 거룩하게 간직하라”란 여하한 방법에서도 
위반함은 없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육 일은 네가 노동하고, 모든 네 일을 하라”란 이 결혼에 선행
되는 전투와 이 결혼을 위한 준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 째 날은 여호와 네 하느님에게 안식일이다”란 선이 
이식됨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결혼함을 의미한다. “너는 어떤 일
도 하지 말라, 너, 그리고 네 아들, 그리고 네 딸, 그리고 네 남
종, 그리고 네 여종, 그리고 네 짐승, 그리고 네 문들 안에 있
는 네 체류자”란 이런 경우에서 천국과 복있음은 인간의 외적, 내
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각각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육 일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천국과 땅, 바다를 만드
셨다”란 인간의 내적, 외적인 것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기 있게 
하고 거듭나게 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란 그런다음 평화와 사랑의 선이 있다를 의
미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란 주님으
로부터 천국의 결혼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
다”란 아무리 어떻다 해도 위반되어 질 수 없다를 의미한다.
12절.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존경하라”란 선과 진리를 사랑
함,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함을 의미한
다., “네 날들이 토지 위에서 길어질런지 모른다”란 그 결과로 천
국 안에 있는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 네 하느님께서 너희
에게 주신”이란 신성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결과 유입을 의미한다.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란 누군가로부터 영적 생명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 또는 여느 누군가로부터 믿음과 선행을 꺼지게 
하지 말라는 것, 이와 비등한바, 미워함 안에서 이웃을 붙잡고 있
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5:21,22, 이사야 13:9-12,15,16,18, 예레미야 
12:3,4, 스가랴 11:4,5, 27:6,7, 26:21, 이사야 14:19,20, 예레미
야 4:31, 5:1, 에스겔 13:19, 마태복음 24:9, 요한복음 16:2,3, 마
가복음 13:12, 누가복음 11:49,51, 계시록 18:24, 신명기 
21:1-8, 
13절. “너는 간음을 범하지 말라”란 믿음의 교리와 선행의 교리 
속의 제반 사항들은 악용하거나 곡해되게 해서는 안된다를 의미
한다. 그런고로 말씀은 악들과 거짓들을 확증하는데에 응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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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 그리
고 그의 남종, 그리고 그의 여종, 
그리고 그의 황소, 그리고 그의 
나귀,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은 어
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
15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음성들, 
그리고 횃불들, 그리고 나팔의 소
리, 그리고 연기나는 산을 보았
다, 그리고 백성은 보았다, 그리
고 그들은 떨었다, 그리고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있었다.

16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
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
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하시지 않게 하십시오, 어쩌면 우

안된다를 의미한다, 또한 질서의 법칙들은 뒤짚어 엎어져서는 안
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2-22, 계시록 17:1,2,5, 14:8, 18:3, 호
세아 2:2,4,5,12, 4:12-15, 에스겔 6:9, 20:5, 이사야 57:3-5, 
23:17, 예레미야 3:1,2,6,8,9, 13:25,27, 23:9-11,14,16, 29:23, 
호세아 9:1, 1:2, 나흠 3:1,4, 민수기 14:33,34.
13절. “너는 훔치지 말라”란 어느 누구의 영적 선들이라 해도 그
로부터 가져가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적 선들은 주님
의 것인바 자아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0:1,2,9,10, 호세아 7:1-3, 요엘 2:1-10, 
오바디야  1-5절, 스가랴 5:1-4, 시편 50:18-20, 마태복음 
6:19,20, 출애굽기 21:16, 신명기 24:7.
13절. “너는 네 이웃에게 거짓말의 증거를 답하지 말라”란 선을 
악이라고, 진리가 거짓이라고 일컫게 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 반 로 악을 선이라고, 거짓이 진리라고 일컬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8:44, 이사야 16:6, 28:15, 30:9, 예레미
야 9:5, 23:32, 50:36, 에스겔 13:6-9, 나흠 3:1, 스바냐 3:13, 
계시록 22:15.
14절.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 
그리고 그의 남종, 그리고 그의 여종, 그리고 그의 황소, 그리고 
그의 나귀,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은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란 
사람은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을 경계해야 한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위 아홉 계명들 안에 포함되어지는 악들이 네 의지
의 것들이 되어 공표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5:11,17-19, 5:27,28, 5:29,30.
15-17절.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음성들, 그리고 횃불들을 보았다”
란 선으로부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팔의 소리”란 천국을 통하여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지
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기나는 산”이란 외적 형체 안에서가 
아니면 지각할 수 없는 진리의 선 자체를 의미한다. “백성은 보았
다, 그리고 그들은 떨었다”란 그들이 받아들일 때 있는 전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있었다”란 내적인 것들
로부터 멀리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란 불평함을 의미한다. “ 당신
이 우리에게 말하시오,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란 조정된 형체 안
에서 진리를 받음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에서 그들은 순종할 것이
다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시지 않게 하
십시오”란 조정되지 않은 형체 안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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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죽을지 모릅니다.
17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
다,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하느
님께서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그
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
굴들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때
문에서 오신다.

18 그리고 백성은 멀찍이 섰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이 계신 두
꺼운 구름으로 가까이 왔다.
19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가 천국으로부터 너와 함께 말했
다는 것을 보았었다.
20 너희는 나와 동시에 은의 신
들과 금의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너에게 만들지 말 것이다.

21 흙의 제단을 너는 나에게 만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너
의 번-제물과 너의 감사-제물, 
너의 양떼들, 그리고 너의 목축들
을 바칠 것이다. 내가 나의 이름
의 기억을 놓을 모든 각각의 장
소에서 나는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면 우리는 죽을지 모릅니다”란 이럴 경우 그들과 더불어 있는 천
국의 생명은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란 알려줌을 의미한다.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오신다”란 천
국의 생명은 멸해지지 않을 것, 그리고 천국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품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 단지 이것 만이 
알려질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들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란 거기로부터 있는 신성에 관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그 
결과 영적 생명이 보존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6:223,26, 17:21, 이사야 13:5, 예레미야 
5:15, 33:13, 43:6,8, 49:12, 이사야 49:1, 예레미야 31:10, 8:19, 
12:2, 23:23.
18-20절. “그리고 백성은 멀찍이 섰다”란 내적 진리들로부터 멀
리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이 계신 두꺼운 구
름으로 가까이 왔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영적 선으로부터
의 진리의 결합이 아직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다”란 영적 교
회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내가 천국으로부터 너
와 함께 말했다는 것을 보았었다”란 말씀 속의 모든 것들은 신성
으로부터의 유입을 수단으로 천국을 통하여 있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나와 동시에 은의 신들과 금의 신들을 만들지 말라”란 
외적 형태에서 선과 진리 같이 나타나지만, 내적 형태에서는 악과 
거짓인 것들은 확실히 통째로 끊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너에게 만들지 말 것이다”란 그들은 매우 조심하여 경계해야 한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0,21, 31:7, 40:19, 예레미야 10:3,4, 호
세아 13:2, 하박국 2:19, 다니엘 5:2-4, 23, 시편 115:4,5, 
135:15,16, 신명기 7:25,26.
21-23 “흙의 제단을 너는 나에게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있
는 일반적인 예배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너의 번
-제물과 너의 감사-제물을 바칠 것이다”란 각각 사람의 영적 생
명의 상태에 따라 있는 특별한 예배를 의미한다. “너의 양떼들, 
그리고 너의 목축들”이란 내적, 외적인 선들을 의미한다. “내가 
나의 이름의 기억을 놓을 모든 각각의 장소에서”란 모든 이 각각
과 더불어 있는 주님을 믿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함축복할 것이다”란 그 다음 주님의 현
존, 그리고 유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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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리고 만일 네가 나에게 돌
들의 제단을 만든다면, 너는 다듬
은 돌들로 건축하지 말라. 그 이
유는 만일 네가 그것 위에 네 연
장을 움직인다면 너는 그것을 모
독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너는 계단으로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 네 벌거벗
음은 그것 위에서 덮어져 있지 
않는다.

21

1 그리고 이것들은 네가 그들 앞
에 놓을 판단들이다.

2 네가 히브리인 종을 살 경우, 
그는 육 년을 섬길 것이다. 그리
고 칠 년째에 그는 아무 가도 
치룸 없이 자유하게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네가 나에게 돌들의 제단을 만든다면”이란 진리들
로부터 있는 일반적인 예배의 표현을 의미한다 “너는 다듬은 돌
들로 건축하지 말라”란 이 예배는 자아-총명으로부터 있어져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만일 네가 그것 위에 네 연장을 움직인다면”
이란 만일 그것이 누군가의 자신으로부터 있다면을 의미한다. “너
는 그것을 모독할 것이다”란 그러면 예배는 있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계단으로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말라”란 천적인 내
면의 것들로의 승강은 없다를 의미한다. “네 벌거벗음은 그것 위
에서 덮어져 있지 않는다”란 그것들에 관하여 거짓들로 채워져 
있는 생각 속의 사상은 명백해지고야 말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26, 신명기 27:1-8, 여호수아 
8:30-32, 이사야 27:9, 이사야 9:9,10, 예레미야 애가 3:8,9, 아
모스 5:11, 여호수아 8:3031, 신명기 27:1-8, 열왕기상 6:7, 이
사야 40:19,20, 44:9,11-13, 예레미야 10:3,4, 호세아 13:2, 아
모스 9:6.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주님의 영적 교회 속
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 안에 이식되어지는 신성으로부터
의 진리들이다. 십계명 속의 열 명령들이 이런 진리들을 명시한
다. 뒤이어지는 제물을 바침, 제단에 관련된 명령들은 예배 속에 
있는 외적인 진리들을 명시한다., 

21
내적 의미 해설

1절. 외면의 진리들, 표현적 교회가 있는 곳의 시민적 상태에 있
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천국들 안에서 질서 속에 있는 내면의 
진리들로부터 흐르는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5:28,30,31, 6:1, 7:11, 시편 89:30-32, 신
명기 4:1,8, 5:1, 에스겔 5:6,7, 18:9.
2-6절. “네가 히브리인 종을 살 경우”란 교리로부터의 진리들 안
에 있고 그것들에 따른 선 안에는 있지 않은 교회 내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는 육 년을 섬길 것이다”란 노동의 상태, 어떤 전투
의 상태, 그리고 그런 결과 진리를 확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칠 년째에 그는 아무 가도 치룸 없이 자유하게 나갈 
것이다”란 자기 쪽의 노력 없이 확증되어진 진리의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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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자기 몸으로 그가 들어왔
다면 자기 몸으로 그는 나갈 것
이다. 만일 그가 여인의 주인이다
면, 그러면 그의 여인은 그와 함
께 나갈 것이다.
4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인
을 주고,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
나 딸들을 낳았다면, 여인과 그녀
의 아이들은 그의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신체에서 나갈 
것이다.

5 만일 종이 말한다면, 나는 내 
주인, 내 여인,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다.
6 그러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느
님에게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를 문으로, 문설주로 데려올 것이
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송
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관통하여 
구멍을 낼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를 영원히 섬길 것이다.

7 그리고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
이 되도록 팔 때, 그녀는 남종이 
나감에 따라서 나가지 못할 것이
다.
8 만일 그녀가 그의 주인의 눈에
서 악이어서, 그가 그녀와 약혼하
지 않을 것이다면, 그러면 그는 
그녀를 되찾아지게 해야 될 것이

한다.
 “만일 자기 몸으로 그가 들어왔다면”이란 기쁨 없는 진리의 상태
를 의미한다. “자기 몸으로 그는 나갈 것이다”란 전투 후 역시 기
쁨 없는 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만일 그가 여인의 주인이다면”
이란 기쁨이 인접하고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의 여인
은 그 와 함께 나갈 것이다”란 전투 후 역시 기쁨이 결합된 진리
의 상태를 의미한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인을 주었다면”이란 전투 중에 진리
에 인접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선을 의미한다. “그녀가 그에
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다면”이란 거기서부터 진리들과 선들
이 파생됨을 의미한다. “여인과 그녀의 아이들은 그의 주인의 것
이다”란 영적인 것을 수단으로 진리에 인접된 선, 거기서부터 파
생된 진리들과 선들 모두는 진리에 제 것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신체에서 나갈 것이다”란 전투 
후 상태, 이 상태는 단지 확증되고 이식된 진리 중의 하나일 뿐이
다를 의미한다.
 “만일 종이 말한다면”이란 그런다음 이식된 진리로부터의 생각을 
의미한다. “나는 내 주인, 내 여인,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란 
영적 선들을 기억함에 있는 기쁨을 의미한다. “나는 자유로이 나
가지 않겠다”란 순종함에 있는 기쁨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느님에게 데려올 것이다”란 그런다
음 그는 신성한 질서에 따르는 상태로 진입한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를 문으로, 문설주로 데려올 것이다”란 확증되고 이식된 
진리가 영적 선과 소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
은 그의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관통하여 구멍을 낼것이다”란 
순종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영원히 섬길 것이다”
란 영원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6, 22:17, 이사야 55:1, 계시록 21:17, 
21:18, 이사야 26:20, 말라기 1:9,10, 스가랴 11:1, 시편 78:23, 
84;10, 24:7,9, 이사야 45:1-3, 계시록 3:8, 4:1, 3:20, 마태복음 
25:10-12, 누가복음 13:24-27, 요한복음 10:1,2,9.
7-11절. “그리고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이 되도록 팔 때”란 자연
적인 기쁨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녀는 
남종이 나감에 따라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란 애착 없는 진리 같
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만일 그녀가 그의 주인의 눈에서 악이다면”이란 만일 자연적인 
기쁨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한 애착이 영적 진리와 일치 않는다
면을 의미한다. “그가 그녀와 약혼하지 않을 것이다면”이란 그러
면 결합되어질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는 그녀를 되찾아



출애굽기 21- 404 -
다. 그의 그녀에 한 행동은 불
성실한바 그는 그녀를 외국 백성
에게 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
을 것이다.
9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를 그의 
아들에 약혼시키겠다면, 그는 딸
들의 판단들에 따라서 그녀에게 
행동할 것이다.
10 만일 그가 자기에게 또다른 
(여자)를 데려 올 것이다면, 그는 
그녀의 음식, 그녀의 덮개, 결혼
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줄이지 말 것이다.

11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
면 그녀는 은(silver) 없이 자유
로이 나갈 것이다.

12 사람을 강타한 자, 그리고 그
는 죽는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
이다.
13 그리고 그가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서 발생하게 하셨다면, 그러
면 나는 그가 도망할 장소를 너
에게 지정할 것이다.
14 만일 사람이 그의 동료에 맞
서려는 의도를 놓아 그를 속여서 
살해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너는 
그가 죽도록 내 제단으로부터 데
려 갈 것이다.

15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지게 해야 할 것이다”란 이런 진리들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의미
한다. “그의 그녀에 한 행동은 불성실한바”란 이것은 신성한 질
서의 법칙에 반 됨을 의미한다. “그는 그녀를 외국 백성에게 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란 교회의 믿음 속에 있지 않은 
이들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를 그의 아들에게 약혼시키겠다면”이란 
만일 그것이 파생된 진리와 일치한다면 그 방향에서 결합되어질 
수 있다를 의미한다. “그는 딸들의 판단들에 따라서 그녀에게 행
동할 것이다”란 그것은 진리에 한 순수한 애착이나 디름없게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만일 그가 자기에게 또다른 (여자)를 데려 올 것이다면”이란 또
다른 줄기로부터 있는 진리에 한 애착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녀의 음식, 그녀의 덮개, 결혼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줄이지 말 것이다”란 “음식”인 내면의 생명이 결핍됨은 없
다, 그리고 “덮개”인 외면의 생명의 결핖도 없다, 그리고 “결혼으
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the conjugial due)"인 결합함의 결핍
도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이란 
이런 것들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녀는 은(silver) 없이 자
유로이 나갈 것이다”란 그것과 결합된 진리 없이 거기로부터 멀
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4:4, 누가복음 22:30, 마태복음 26:29, 
26:55.
12-15절. “사람을 강타한 자, 그리고 그는 죽는다”란 믿음 속의 
진리에 상처를 냄, 그 결과 영적 생명이 손실됨을 의미한다. “그
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다면”이란 그것이 의지로부터
의 예견함이 아니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의 손
에서 발생하게 하셨다면”이란 우연인 것처럼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면 나는 그가 도망할 장소를 너에게 지정할 것이다"란 비난
할 점이 없음, 그 결과 처벌이 면제됨을 의미한다.
 “만일 사람이 그의 동료에 맞서려는 의도를 놓아...행동한다면”이
란 타락된 의지로부터 미리 계획함을 의미한다. “그를 속여서 살
해하기 위해”이란 그 결과 악의와 그의 이웃에게 있는 영적 생명
을 박탈하고저 안달함을 의미한다. “너는 그가 죽도록 내 제단으
로부터 데려 갈  것이다”란 설사 그가 주님을 예배함 쪽으로 도
망할지라도, 그리고 용서를 애원할 지라도, 그리고 회개함을 약속
할 지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강타한 자”란 주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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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강타한 자,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16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판 자,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손
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확실히 죽
을 것이다.
17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는 정녕 
죽을 것이다. 

18 그리고 사람이 논쟁할 때, 그
리고 사람이 돌로, 또는 주먹으로 
그의 동료를 강타했다면, 그리고 
그가 죽지는 않고, 그리고 침 에 
누워있다면.

19 만일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면, 강타한 자는 죄
없을 것이다. 오직 그는 정지
(cessation)를 주고 그를 확실히 
낫게 할 것이다.
20 그리고 사람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막 기로 강타했다면, 그
리고 그가 그의 손 아래 죽는다
면, 그는 원수 갚음을 확실히 받
을 것이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하루나 이틀 연명한다면 그는 원
수 갚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여,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관하여 독설을 서슴치 않는자를 의미한
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35:11,22,23, 신명기 19:4,5, 예레미야 
46:22,23, 시편 96:12, 132:6, 이사야 10:17-19,34, 예레미야 
21:14, 에스겔 20:46,47, 미가 7:14, 시편 58:2,4, 140:2,3, 이사
야 59:5, 욥기 20:16, 신명기 32:33, 마태복음 22:29,33, 누가복
음 10:19, 마가복음 16:17,18, 이사야 11:8, 마태복음 12:31-34, 
예레미야 9:4-6, 시편 5:6, 32:2, 120:2, 52:4, 109:2, 사무엘하 
3:27,29.
16,17절.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판 자”란 믿음의 진리를 악
에 응용하여 소원케 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손
에서 발견된다면”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함을 의미
한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란 교회 속
에 있는 이들에 의해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함, 그런고로 해서 교회 속의 선과 진리를 
모독함을 의미한다. “그는 정녕 죽을 것이다”란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18-21절. “그리고 사람이 논쟁할 때”란 진리들에 관하여 자신들 
사이에 논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이 돌로, 또는 주먹으로 
그의 동료를 강타했다면”이란 기억 속의 어떤 것 또는 일반적 진
리를 빌미 삼아 (교회 속의 진리 중) 어떤 것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죽지는 않고”란 그것이 소멸되지는 않았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침 에 누워있다면”이란 자연적인 것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다면”이란 거기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한다, “강타한 자는 죄없을 것이다”란 악으
로부터의 죄지음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직 그는 정지
(cessation)를 주고”란 면책을 의미한다. “그를 확실히 낫게 할 
것이다”란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막 기로 강타했다면”이란 
만일 교회 내의 누군가가 자신의 힘으로 기억 속의 진리, 또는 이 
진리에 한 애착을 학  한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 아래 죽는다면”이란 그가 보는 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원수 갚음을 확실히 받을 것이다”란 그 벌은 죽
음이다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하루나 이틀 연명한다면”이란 충
만할때까지 조차 지속하는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원수 
갚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란 죽음이라는 처벌은 없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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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그는 그의 은(siler)이기 
때문이다.

22 그리고 사람이 싸울 경우, 그
리고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리고 
그녀의 출생들이 나가고, 그리고 
피해는 있지 않다면, 그가 벌금을 
내야 하되 여인의 주인이 그에게 
부과함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는 재판자들에 따라 줄 것이다.

23 그리고 만일 피해가 있다면, 
그러면 너는 혼을 위하여는 혼을,

24 눈을 위하여는 눈을, 이를 위
하여는 이를, 손을 위하여는 손
을, 발을 위하여는 발을,

25 태움(burning)을 위하여는 태
움을, 상처를 위하여는 상처를, 
강타함을 위하여는 강타함을 줄 
것이다.

26 그리고 사람이 그의 남종의 
눈이나, 또는 그의 여종의 눈을 
세게 쳤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였다면, 그는 그의 눈을 위
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 것

“그 이유는 그는 그의 은(siler)이기 때문이다”란 사람 자신의 것
으로부터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5:31,32, 50:34, 예레미야 애가 3:58, 시
편 119:154, 미가 6:1, 이사야 57:16, 호세아 12:2, 이사야 58:4, 
시편 18:18,19, 3:1, 19:22, 53:5, 예레미야 3:22, 33:6, 46:11, 
에스겔 47:12, 마가복음 16:16, 마태복음 10:28.
22-27절. “그리고 사람이 싸울 경우”란 진리들에 관하여 비통하
게 논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쳐서”란 진리로부
터 있는 선에 상처를 입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출생들이 
나가고”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적인 것에서 확증되어 
진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해는 있지 않다면”이란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상함이 없다면을 의미한다. “그가 벌금을 내야 하되”
란 수정함을 의미한다. “여인의 주인이 그에게 부과함에 따를 것
이다”란 그것이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일치할 때 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재판자들에 따라 줄 것이다”란 공평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피해가 있다면”이란 상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
는 혼을 위하여는 혼을 줄 것이다”란 네 이웃이 네게 한 로 너
는 이웃에게 할 것이다, 따라서 네가 또다른 이웃에게 한 것이 네 
자신에게 행동될 것이다는 질서의 법칙을 의미한다. “혼”은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
 “눈을 위하여는 눈을”이란 만일 어떤 것이 내면의 지적인 것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는 이를”이란 만일 어떤 것이 외
면의 지적인 것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손을 위하여는 손을”이란 
만일 어떤 것이 영적 진리의 능력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발을 위
하여는 발을”이란 만일 어떤 것이 자연적 진리의 능력에 있다면
을 의미한다.
 “태움(burning)을 위하여는 태움을”이란 만일 어떤 것이 의지 안
에서 내면적으로 있는 사랑에 한 애착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상처를 위하여는 상처를”이란 만일 어떤 것이 의지 안에서 외면
적으로 있는 사랑에 한 애착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강타함을 
위하여는 강타함을”이란 만일 어떤 것이 지적인 것 안에 있는 애
착에 있다면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만일 모든 이런 것들 속
의 어떤 것이 꺼져버리거나 상함을 받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남종의 눈을 세게 쳤을 경우”란 만일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의 
진리에 상처를 입힌다면을 의미한다.  “또는 그의 여종의 눈을”이
란 거기 안에 있는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을 파괴하였다면”이란 그가 그것을 소멸시켰다면을 의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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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7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남종
의 이를, 또는 그의 여종의 이를 
두들겨 떨어뜨렸다면, 그는 그의 
이를 위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다.

28 그리고 황소가 뿔로 남자나 
여자를 쳤을 때, 그리고 그가 죽
는다면, 황소는 반드시 돌로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살은 먹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황소의 주인은 
죄없을 것이다.

29 그러나 만일 황소가 어제 그
제로부터 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
인에게 입증되어왔는데,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고, 그
리고 그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
면, 황소는 처죽일 것이고, 그리
고 그의 주인 역시 죽을 것이다.
30 만일 죄를 씻음(속죄, 
expiation)이 그 사람 위에 놓여

는 그의 눈을 위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다”란 그것은 
더 이상 내적 인간을 섬길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를, 또는 여종의 이를 두들겨 
떨어뜨렸다면”이란 만일 그가 감각적인 부분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에 한 애착을 파괴한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이를 위
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다”란 그것은 더 이상 내적 인간
을 섬길 수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1:8,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 레
위기 24:18-21, 마태복음 5:38-42, 누가복음 8:10, 요한복음 
12:39,40, 시편 3:7, 미가 5:1, 이사야 30:28, 신명기 6:5, 10:12 
11:13, 26:16, 마태복음 22:37, 마가복음 12:30,32, 누가복음 
10:27, 이사야 44:20, 예레미야 32:41, 신명기 24:6, 이사야 
29:8, 58:10, 예레미야 4:30, 31:12,25, 예레미야 애가 5:9, 에스
겔 27:13, 47:9, 시편 69:1, 예레미야 5:9,29, 6:8, 계시록 16:3, 
마태복음 6:25, 10:39, 누가복음 21:19, 마가복음 9:47, 마태복음 
5:29, 6:22,23, 누가복음 11:34, 마태복음 7:3-5, 창세기 49:12, 
아모스 4:6, 시편 3:7, 57:4, 58:6, 요엘 1:6,7, 요한복음 9:7,8, 
이사야 3:24, 1:6.
28-35절. “그리고 황소가 뿔로 남자나 여자를 쳤을 때”란 만일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악에 한 애착이 믿음 속의 진리 또는 
선에 상처를 입힌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죽는다면”이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조차까지를 의미한다. “황소는 반드시 돌
로 칠 것이다”란 믿음 속의 선과 진리를 파괴함에 한 벌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 살은 먹지 않을 것이다”란 이 악은 제 것 삼
아서는 결코 안된다, 그리고 내쳐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황
소의 주인은 죄없을 것이다”란 이 악은 내적 인간으로부터 있지
는 않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것이 의지로부터 있고, 지적인 
것으로부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황소가 어제 그제로부터 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왔다면”이란 만일 악에 한 애착이 오랫 동안 존재해왔다면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인에게 입증되어왔는데”란 
이것이 지적인 것에로 건너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
을 경계하지 않았고”란 진압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이란 그다음 만일 그것이 믿음 속의 선
과 진리를 파괴했다면을 의미한다. “황소는 돌로 처죽일 것이고”
란 진리의 파괴에 한 처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 역시 
죽을 것이다”란 내적 인간이 지옥에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만일 죄를 씻음(속죄, expiation)이 그 사람 위에 놓여진다면”이
란 그는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자유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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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그러면 그는 자기에게 놓
여지는 모든 것에 따라 자기 혼
의 되찾음(redemption)이 주어질 
것이다.
31 그가 뿔로 아들을 쳤든지, 뿔
로 딸을 쳤든지, 이 판단에 따라
서 그것은 그에게 행해질 것이다.
32 만일 황소가 뿔로 남종, 또는 
여종을 쳤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
에게 은 삼십 세겔을 줄 것이다, 
그리고 황소는 돌로 칠 것이다.

33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를 열게 
될 때, 또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
고 그것을 덮지 않았을 때, 그리
고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때.
34 구덩이의 주인은 갚아야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의 주인에게 은
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다.

35 그리고 사람의 황소가 그의 
동료의 황소를 받았을 때, 그리고 
황소가 죽는다, 그러면 그들은 살
아있는 황소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은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 역시 그들은 나눌 것이
다.

36 만일 황소가 어제 그제로부터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져 왔었고, 그리고 그의 주인
이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다면, 그
는 황소를 위해 황소로 확실히 

“그러면 그는...자기 혼의 되찾음(redemption)이 주어질 것이다”란 
회개의 비통한 것들을 의미한다. “자기에게 놓여지는 모든 것에 
따라”란 지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악에 한 애착의 품질에 따라
를 의미한다.
 “그가 뿔로 아들을 쳤든지, 뿔로 딸을 쳤든지”란 내면의 것들로
부터 있는 믿음의 선과 진리를 악에 한 애착을 수단으로 공격
함을 의미한다. “이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그에게 행해질 것이다”
란 처벌은 비슷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만일 황소가 뿔로 남종, 또는 여종을 쳤다면,”이란 만일 악에 

한 애착이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파괴할 것이다
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줄 것이
다”란 내적 인간은 회복을 충분히 만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황소는 돌로 칠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 속의 선과 진리를 파
괴함에 한 처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를 열 때”란 만일 누군가가 또다른 것으로
부터 거짓을 받는다면을 의미한다., “또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란 만일 그 자신이 거짓을 고안했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소
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때”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선과 진리를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구덩이의 주인은 갚아야 할 것이다”란 거짓이 소속된 그는 수정
함을 만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는 그것의 주인에게 은을 지불
할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에 있는 선과 진리가 뒤집혀져 있어온 
그에게 속한 진리를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
의 것이다”란 악 또는 거짓은 그와 더불어 남아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황소가 그의 동료의 황소를 받았을 때”란 두 진
리들, 잡다하게 있는 애착들, 그리고 이쪽 진리의 애착이 저쪽 진
리의 애착에 상처를 입힐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황소가 죽는다”
란 그럴 경우 선한 애착은 멸해진다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있는 황소를 팔 것이다”란 그러면 상처를 입혔던 쪽의 애착
은 다른 쪽의 애착에서 멀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은 그것의 은을 나눌 것이다”란 그 속의 진리는 사라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죽은 것 역시 그들은 나눌 것이다”란 상처 입
힌 애착은 사라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또는 만일 황소가 어제 그제로부터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져 왔었고”란 만일, 이와같음이 그것의 애착이였다는 것
이 이전에 알고 있어 왔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
것을 경계하지 않았다면”이란 만일 그가 그것을 묶어두는 방식으
로 보존하지 않았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황소를 위해 황소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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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다.

37 그리고 사람이 황소를, 또는 
양떼 중의 하나를 훔쳤을 때, 그
리고 그것을 죽이고, 또는 그것을 
팔 때, 그는 황소를 위해 다섯 마
리 황소로 갚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소 중의 하나를 위해서는 
네 마리의 작은 소로 갚을 것이
다.

22
* 참고..이 장의 구절 번호은 히브
리어 성서를 따르고 있음
1 만일 도둑이 꿰뚫어 파는 동안 
붙잡혀지고, 강타당하고, 그리고 
그가 죽는다면, 피들은 그를 위하
여 흘려지지 않을 것이다.
2 만일 태양이 그에게 떠올랐다
면, 피들은 그를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그는 확실히 갚을 것이
다.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

실히 갚아야 할 것이다”란 모두 그 로임으로 회복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다”란 상처 입힌 애착을 위하여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9:40,41, 에스겔 34:21, 신명기 33:17, 시
편 44:4,5, 누가복음 14:5, 마태복음 15:14, 누가복음 16:13, 마
태복음 24:50,51, 창세기 49:7, 다니엘 5:2-4,25-28, 시편 
22:18, 마태복음 27:35, 요한복음 19:23,24, 요한복음 
8:31,32,34,36.
37절. “그리고 사람이 황소를, 또는 양떼 중의 하나를 훔쳤을 때”
란 누군가로부터 그의 외면과 내면 속의 선을 가져가는 자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란 만일 그가 그것을 소멸한다면
을 의미한다. “또는 그것을 팔 때”란 만일 그가 그것을 멀리 떨어
지게 하면을 의미한다. “그는 황소를 위해 다섯 마리 황소로 갚을 
것이고”란 그 만큼에 상응하는 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은 소 
중의 하나를 위해서는 네 마리의 작은 소로 갚을 것이다”란 상응
하는 처벌은 충분히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자신들, 또는 타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진리 또는 선행의 선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하
는 이들, 처벌은 무엇인지, 회복은 어떤 것인지이다. 이런 것들이 
종들에 관련되는 판단들, 또는 법들에, 동료나 종들에 끼친 피해
나 죽음에 관련되는 법들에, 또한 뿔로 받는 황소, 그리고 구덩이
에 관련된 판단들에 포함되고 있다.

22
내적 의미 해설

1-3절. “만일 도둑이 꿰뚫어 파는 동안”이란 만일 선과 진리가 
가져갔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타 
당하고, 그리고 그가 죽는다면”이란 그런다음 만일 그것이 소멸될 
정도로 상처 받는다면을 의미한다. “피들은 그를 위하여 흘려지지 
않을 것이다”란 그는 행해진 폭력에 죄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만일 태양이 그에게 떠올랐다면”이란 만일 그가 내부로부터 그
것을 명백하게 볼 것이다면을 의미한다. “피들은 그를 위하여 뿌
려질 것이다”란 그는 죄있다를 의미한다. “그는 확실히 갚을 것이
다”란 가져가 버렸었던 선과 진리의 수정과 회복을 의미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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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면, 그는 그의 도둑질 한 
것을 위해 팔려질 것이다.
3 만일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서 발견되고 살아 있으면, 황소로
부터 나귀에 이르기 까지, 작은 
소 중의 하나라 해도 그는 두 배
로 갚을 것이다.

4 사람이 들판, 또는 포도원을 황
폐하게 할 때, 그리고 그의 짐승
을 그 안에서 가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또다른 들판을 황폐하게 
할 때, 그는 자기 소유의 들판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소유
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부
터 갚을 것이다.
5 불이 나게 될 때, 그리고 가시
나무들을 붙들 것이다, 그리고 볏
가리가 태워지거나, 또는 서있는 
작물, 또는 들판(이 태워질 것이
다). 불을 지핀 자는 확실히 갚을 
것이다.

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이란 만일 남아 있는 것이 
없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도둑질 한 것을 위해 팔려질 것이
다”란 멀어짐을 의미한다.
 “만일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다면”이란 만일 선과 진
리에 관한 어뗜 것이 남아 있으면 이를 수단으로 회복이 만들어 
질 수 있다를 의미한다. “황소로부터 나귀에 이르기 까지”란 외면
의 선으로부터이든지, 외면의 진리로부터이든지를 의미한다. “작
은 소 중의 하나라 해도”란 또는 내면의 진리와 선으로부터이든
지를 의미한다. “살아 있다”란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를 의미
한다 “그는 두배로 갚을 것이다”란 회복은 충분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34, 에스겔 8:7,8, 아모스 9:2, 욥기 
24:15-17, 요한복음 10:1,2, 누가복음 12:39, 계시록 3:3, 
16:15, 에스겔 39:17-21, 계시록 19:17,18, 요한복음 6:51-58, 
이사야 4:4, 59:3,7, 예레미야 2:34, 예레미야 애가 4:13,14, 에스
겔 16:6,9, 에스겔 22:2,4,6,9, 계시록 6:12, 8:8, 16:3,4, 마태복
음 23:35, 27:24,25, 요한복음 19:34,35, 계시록 12:11.
4,5절. “사람이 들판, 또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때”란 탐욕들을 
통하여 있는 교회속의 선과 진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 짐승을 그 안에서 가게 할 때”란 만일 그가 거의 지식 없이 
이를 행한다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다른 들판을 황폐하
게 할 때”란 착하고 있는 선들을 다 써버림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 소유의 들판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소유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갚을 것이다”란 선들과 진리들로부터의 회
복은 아직은 손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이 나게 될 때”란 악에 한 애착으로부터 있는 성냄을 의미
한다. “그리고 가시나무들을 붙들 것이다”란 그 자체가 거짓들 안
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볏가리가 태워진다”란 받아
들여 왔었던 믿음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상처를 받음을 의
미한다. “또는 서있는 작물, 또는 들판(이 태워질 것이다)”란 또
한 그들의 개념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의 선들과 진리들이 상처
를 받음을 의미한다. “불을 지핀 자는 확실히 갚을 것이다”란 악
에 한 애착으로부터 성냄을 통하여 가져가 버려졌던 것의 회복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2:10,11, 이사야 3:14, 이사야 5:1,2, 
27:2,3, 아모스 5;17,18, 계시록 14:19, 요한복음 15:4-6, 이사
야 3:14, 30:33, 에스겔 39:9,10, 시편 18:8, 이사야 9:18,19, 
32:13, 33:11,12, 에스겔 28:24, 호세아 2:5,6, 10:8, 시편 
118:12, 마태복음 7:16, 마가복음 4:7,18,19, 예레미야 4:3, 
12:13, 요한복음 19:2,3,5, 1:1,14, 호세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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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이 은이나 그릇들을 돌보
게 하기위해 그의 동료에게 주었
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집
으로부터 도둑을 당했을 때, 만일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두 배로 
갚을 것이다.
7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집
의 주인이 자기 손을 그의 일
(work)에 놓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하느님에게 데려와져야 할 
것이다.
8 법 위반의 모두 각각의 말
(word) 위에, 황소 위에, 나귀 위
에, 작은 소 중의 하나 위에, 겉옷 
위에, 잃은 모든 것 위에, 그것에 
관하여 그가 이것이 그것이다 라
고 말한다면, 그들 모두의 말은 
하느님에게 까지 와야 한다. 하느
님이 죄있다 말해지는 자가 그의 
동료에게 두배로 갚을 것이다.
9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나귀, 또
는 황소, 또는 작은 소 중의 하
나, 또는 어떤 짐승을 돌보라고 
줄 때, 그리고 그것이 죽거나, 깨
뜨려지거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10 여호와의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고, 그가 자기 손을 그
의 동료의 일에 놓았는지, 또는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져가 버
렸는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갚지 않을 것이다.
11 만일 그것이 그로부터 도둑질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그것
의 주인에게 갚을 것이다.
12 그리고 만일 그것이 찢긴 것
이 분명하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 

6-14절. “사람이 은이나 그릇들을 돌보게 하기위해 그의 동료에
게 주었을 때”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과 이에 상응되는 기억 
안의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집으로부터 도둑
을 당했을 때”란 거기로부터 그것들이 손실됨을 의미한다. “만일 
그 도둑이 잡히면”이란 기억함을 의미한다. “그는 두배로 갚을 것
이다”란 충분히 회복함을 의미한다.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이란 만일 가져가 버려졌던 것을 기
억 못하면,을 의미한다. “집의 주인은 하느님에게 데려와져야 할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면 히 조사함을 의미한다. “집의 주인이 
자기 손을 그의 일(work)에 놓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란 그들
이 그것 안으로 들어 갔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를 의미한다.
 “법 위반의 모두 각각의 말(word) 위에”란 어떤 상처이든, 어떤 
손실이든을 의미한다. “황소 위에, 나귀 위에, 작은 소 중의 하나 
위에”란 외면, 내면의 선의 상처나 손실, 외면, 내면의 진리의 상
처나 손실을 의미한다. “겉옷 위에”란 감각적 진리의 상처나 손실
을 의미한다. “잃은 모든 것 위에, 그것에 관하여 그가 이것이 그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이란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들 모두의 말은 하느님에게 까지 와야 한다. 하느님이 죄있다 말
해지는 자”란 진리를 수단으로 판단하고 수색함을 의미한다. “그
의 동료에게 두배로 갚을 것이다”란 충분히 수정함을 의미한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나귀, 또는 황소, 또는 작은 소 중의 하
나, 또는 어떤 짐승을 돌보라고 줄 때”란 외면, 내면의 진리와 선, 
그리고 기억 안에서 그것에 한 애착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죽거나, 깨뜨려지거나”란 손실, 또는 상함을 
의미한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란 옮겨짐을 의미한다. “아무도 그
것을 보지 못했다”란 이에 관해 마음이 알아채지 못했다를 의미
한다.
 “여호와의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고”란 이런 것들의 각각 
모두에 관하여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수단으로 찾음을 의미한다, 
“그가 자기 손을 그의 동료의 일에 놓았는지, 또는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는지를 볼 것이다”란 선과 더불어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갚지 않을 것이다”란 상함이 없다를 의미
한다.
 “만일 그것이 그로부터 도둑질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이란 만일 
손실이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것의 주인에게 갚을 것이다”
란 그것 신에 있는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찢긴 것이 분명하다면”이란 만일 상함이 과
오에 있지 않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것을 위해 그에 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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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증거를 가져 올 것이
다. 그는 찢긴 것을 갚지 않을 것
이다.
13 사람이 그의 동료로부터 빌렸
을 때, 그리고 그것이 깨졌다거나 
죽을 때,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면, 그는 확실히 
갚을 것이다.
14 만일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갚지 않을 것
이다. 만일 그가 고용인이다면, 
그는 그의 고용 안에 들어와 있
을 것이다.

15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설득할 때, 그리고 그녀에게 거짓
으로 말할 때, 그는 자신에게 여
인이 되기 위한 지참금을 그녀에
게 확실히 기부해야 할 것이다. 
16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확실히 거절하면 
그는 처녀들의 신부의 혼인 지참
금에 따라 은을 지불할 것이다.

17 너는 마법사들이 살아 있게 
내버려두지 마라.

18 짐승과 함께 눕는 모두 각각

를 가져 올 것이다”란 이것이 확증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는 찢
긴 것을 갚지 않을 것이다”란 처벌은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그의 동료로부터 빌렸을 때”란 또다른 줄기로부터의 선
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다거나 죽을 때”란 그것
에 상함이 있음, 또는 사멸을 의미한다. “또는, 그것의 주인이 그
것과 함께 있지 않다면”이란 만일 이 진리의 선이 그것과 더불어 
함께 있지 않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확실히 갚을 것이다”란 회복
을 의미한다.
 “만일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갚지 않을 것이
다”란 만일 진리의 선이 그것과 함께 있다면, 회복은 없을 것이다
를 의미한다. “만일 그가 고용인이다면”이란 만일 그것이 자아 편
익을 위해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고용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란 복종과 섬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17, 시편 51:2,3, 25:6,7, 이사야 50:1, 
미가 1:5,13, 시편 5:10, 이사야 57:4,5, 출애굽기 4:16, 7:1, 사
무엘상 9:9, 이사야 28:13, 에스겔 30:22, 누가복음 20:17,18, 예
레미야 17:18, 이사야 38:13, 예레미야 애가 3:4, 출애굽기 
12:46, 요한복음 19:33,36, 이사야 30:26, 예레미야 6:13,14, 
8:21, 시편 60:2, 스가랴 11:16, 나흠 3:19, 레위기 21:17,19, 
22:22, 이사야 22:9, 아모스 9:11, 신명기 10:17, 계시록 19:16, 
요한복음 13:13,14, 말라기 3:1, 마태복음 6:34, 5:42, 시편 
37:21, 누가복음 6:34,35, 신명기 28:1,12, 시편 112:5,6.
15,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설득할 때”란 진리와 결
합하지 아니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짓으로 말할 
때”란 불법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에게 여인이 되기 위
한 지참금을 그녀에게 확실히 기부해야 할 것이다”란 합법적인 
결합에 동의함의 표시를 의미한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확실히 거절하면”
이란 만일 내면의 선이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그
는 처녀들의 신부의 혼인 지참금에 따라 은을 지불할 것이다”란 
그것 신에 만족을 주는 다른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2, 호세아 2:18,19, 말라기 2:11, 계시록 
21:2, 21:9, 마태복음 9:15, 누가복음 5:34,35, 요한복음 3:28,29.
17-19절. “마법사들”이란 교회 속의 어떤 것을 자아 사랑의 악으
로부터의 거짓들과 결합되게 해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는 살아 있게 내버려두지 마라”란 영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한
다.
 “짐승과 함께 눕는 모두 각각의 사람”이란 자아 사랑 속의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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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 그는 정녕 죽을 것이다.

19 여호와 만을 제외하고 신들에
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저주될 
것이다.

20 그리고 체류자를 너는 괴롭히
지 말 것이다, 그리고 압제 하지 
말 것이다, 그 이유가 너희는 이
집트의 토지에서 체류자들 이였
기 때문이다.
21 어느 과부나 고아를 너희는 
괴롭히지 말 것이다.

22 만일 네가 괴롭힌 것이 확실
하고, 나에게 외치면, 나는 그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
23 그리고 나의 분노가 뜨겁게 
증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검으
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네 
여인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다, 그
리고 네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
이다.

24 만일 네가 내 백성, 너와 더
불어 있는 궁핍한 자에게 은을 
빌려준다면, 너는 고리 금 업자 

들의 악들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는 정녕 죽을 것이다”란 지옥
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란 악으로부
터 거짓들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저주될 것이다”란 내던져짐을 
의미한다.
 “여호와 만을 제외하고”란 한 분, 유일한 하느님이신 주님이 예
배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5:11,12, 나흠 3:4, 열왕기하 9:22, 말라기 
3:1,5, 신명기 18:9-19, 다니엘 12:3, 마태복음 13:43, 누가복음 
13:26,27, 마태복음 25:11,12, 누가복음 13:29,30, 마태복음 
23:27, 신명기 13:13-17.
20-23절. “그리고 체류자를 너는 괴롭히지 말 것이다, 그리고 압
제 하지 말 것이다”란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서 가
르쳐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생활의 악과 교리 속의 거짓들의 침입
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너희는 이집트의 
토지에서 체류자들 이였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지옥들의 것들의 
침입이 있었을 때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보호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느 과부”란 진리 없이 선 안에 있는 이들, 그럼에도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고아”란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럼
에도 아직은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갈
망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희는 괴롭히지 말 것이다”란 그들은 
사기 당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만일 네가 괴롭힌 것이 확실하다”란 만일 그들이 사기 당했다면
을 의미한다. “나에게 외치면”이란 도움을 주님께 애원함을 의미
한다. “나는 그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란 그들은 도움받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의 분노가 뜨겁게 증 할 것이다”란 이것을 행하는 이
들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검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란 
그들은 거짓들을 통하여 자신들로부터 선과 진리를 박탈당할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여인들이 과부들이 될 것이다”란 그들과 
더불은 선들은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란 동시에 진리들도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4:24-26, 열왕기상 17:9-16, 시편 68:5, 
요한복음 14:16-18, 25,26, 16:7, 7:39, 시편 146:9, 예레미야 
22:3, 에스겔 22:7, 신명기 24:17, 27:19, 24:19-22, 26:12,13, 
10:18, 마태복음 5:13, 마가복음 9:49,50, 누가복음 14:33-35, 
레위기 2:13.
24-26. “만일 네가 내 백성, 너와 더불어 있는 궁핍한 자에게 은
을 빌려준다면”이란 진리에 무지한 이들, 그런데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가르칠 경우를 의미한다. “너는 고리 금 업자 같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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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에게 있지 말라. 너희는 
그 사람 위에 고리 금을 놓지 
말 것이다.
25 만일 네가 네 동료의 겉옷을 
저당 잡기로 하여 저당 잡았다면, 
해가 가려는 저녁에 너는 그것을 
그에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6 그 이유가 그것은 그의 유일
한 덮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의 피부를 위한 그의 겉옷이다, 
그 안에서 그는 잠들런지 모른다. 
그가 나에게 외칠 때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나는 들을 것이다. 
그 이유가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
다.

27 너는 하느님을 저주 말라, 그
리고 너희의 백성의 왕자를 너는 
통렬히 비난하지 말 것이다.
28 너희의 낟알의 첫 열매들, 너
희의 포도주의 첫 열매들을 너는 
지체하지 말 것이다. 너희의 아들
들의 첫 출생을 너희는 나에게 
줄 것이다.

29 이와 같이 너는 너의 것인 황
소, 그리고 너희의 양떼와 더불어
서도 실시할 것이다. 칠 일 동안 
그것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
다, 팔 일 째에 너는 그것을 나에

게 있지 말라”란 가르침은 선행으로부터 있어져야만 한다를 의미
한다. “너희는 그 사람 위에 고리 금을 놓지 말 것이다”란 결과
로서 일어나는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만일 네가 네 동료의 겉옷을 저당 잡기로 하여 저당 잡았다면”
이란 만일 기억된 진리가 감각으로부터 파생된 오류들을 통하여 
분리될 것이다면을 의미한다. “해가 가려는 저녁에 너는 그것을 
그에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란 그것은 외적인 사랑들로부터의 
그늘진 상태에 있기 앞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것은 그의 유일한 덮개이기 때문이다”란 감각에 속
한 것들은 내면의 것들 아래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그의 피부를 위한 그의 겉옷이다”란 그것들은 또한 외면
의 것들도 옷입히고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안에서 그는 잠
들런지 모른다”란 그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가 
나에게 외칠 때가 있을 것이다”란 주님에게 탄원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들을 것이다”란 도와줌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
는 자비롭기 때문이다”란 자비로부터 있는 도움에 속한 모든 것
은 그분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7:20-22, 시편 70:5, 40:17, 72:2-4, 
35:10, 10:9, 이사야 58:6,7, 49:13, 스바냐 3:12, 마태복음 
25:40, 6:24, 신명기 23:19,20, 레위기 25:36-38, 시편 15:2,5, 
에스겔 18:5,8, 18:17, 마태복음 17:2, 21:1,7,8, 21:5,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8-40, 요한복음 12:12-15, 누가복음 
5:36, 요한복음 21:18, 신명기 24:6, 24:17, 24:10-13. 
27-30절. “너는 하느님을 저주 말라”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은 
모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의 백성
의 왕자를 너는 통렬히 비난하지 말 것이다”란 진리로부터의 교
리도 모독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너희의 낟알의 첫 열매들, 너희의 포도주의 첫 열매들을 너는 
지체하지 말 것이다”란 믿음으로부터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은 주
님으로부터 있는 바, 그것들은 주님에게서 기인한 것이지 자아로
부터가 아님이다를 의미한다. “너희의 아들들의 첫 출생을 너희는 
나에게 줄 것이다”란 선행의 선,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 등등을 
통하여 포획되는 믿음 속의 모든 것들 역시 자아가 아닌 주님의 
탓임으로 돌려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너는 너의 것인 황소, 그리고 너희의 양떼와 더불어
서도 실시할 것이다”란 외면의 선, 내면의 선 조차도 위와 마찬가
지 이다를 의미한다. “칠 일 동안 그것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
이다”란 그들의 첫 번째 상태는 진리들 안에 있는 때이다를 의미
한다, “팔 일 째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란 그 뒤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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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줄 것이다.
30 그리고 너는 나에게 거룩함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들판에
서 찢기운 살을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개에게 던
질 것이다.

23

1 너는 텅빈 보고를 채택하지 말
라. 네 손을 폭력의 증거가 되도
록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놓지 
말라.
2 너는 다수를 따라 악들을 행하
는 쪽에 있지 말라. 그리고 너는 
송사를 뒤집는 다수를 따라 답
하지 말라.
3 그리고 너는 송사에서 가난한 
자를 존경하지 말라.

4 너는 길을 잃은 네 원수의 황
소, 또는 그의 나귀를 만날 때, 
너는 그것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5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는 상태, 즉 인간이 선으로부터 사는 때, 그는 주님과 더불어 있
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거룩함의 사람들일 것이다”란 그런 다음 선
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들판에서 찢기운 
살을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란 믿음 속의 왜곡된 선은 결합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너희는 그것을 개에게 던질 것이다”란 
그것은 불결하다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믿음 속의 진리와 선행 
속의 선에 다양한 방법들에서 야기된 상함들이다, 그리고 그것들
의 수정과 회복이다. 또한 가져와지게 되는 도움을 그들은 소멸할 
것이다. 그 후에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서 가르침이 취급되어진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선행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을 때 
그의 생명의 상태가 취급되었다.

23
내적 의미 해설

1-3절. “너는 텅빈 보고를 채택하지 말라”란 거짓들에 귀기울여
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네 손을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놓지 말
라”란 악의에 찬 행위들에 순종 말 것을 의미한다. “폭력의 증거
가 되도록..”이란 선행의 선에 반 되는 것들에 확증을 하지 말 
것을 의미한다.
 “너는 다수를 따라 악들을 행하는 쪽에 있지 말라”란 이런 것들
과 연합 말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송사를 뒤집는 다수를 
따라 답하지 말라”란 선들과 진리들을 악들과 거짓들로, 또는 
그 반 로 바뀌게 하는 자들과 연합 말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송사에서 가난한 자를 존경하지 말라”란 진리에 무
지해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거짓들에 어떤 호의도 보여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2:24, 13:6-9, 스가랴 10:2, 예레미야애가 
2:14, 호세아 12:11, 예레미야 18:15.
4-9절. “너는 길을 잃은 네 원수의 황소, 또는 그의 나귀를 만날 
때”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순수하지 않은 선, 순수하지 
않은 진리를 의미한다. “너는 그것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란 
가르침과 수정함을 의미한다.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의 짐 아래 깔려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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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의 짐 아래 깔려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것
을 옮겨주는 것을 억제하고 있을 
때, 너는 그와 함께 그것을 옮길 
것이다.
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
서 정의를 비틀지 마라.
7 너를 거짓의 말로부터 멀어지
게 하라. 그리고 순진한 자와 의
로운 자를 너는 살해하지 마라. 
그 이유가 나는 사악한 자를 의
롭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 그리고 너는 선물을 받지 마라, 
그 이유는 선물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멀게 하고, 의로
운 자의 말을 뒤집기 때문이다.

9 그리고 체류자를 너는 학 하
지 마라. 그 이유는 네가 이집트
의 토지에서 체류자이였음을 보
노라면, 너는 체류자의 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육년 동안 너는 네 토
지에 씨를 뿌리고, 그로부터 생산
물을 거두라.
11 그리고 일곱째 해에 너는 그

볼 때”란 교회의 선과 일치 않는 거짓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막 멸
망하려 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것을 옮겨
주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란 진리의 영접이 없음을 의미한다. “너
는 그와 함께 그것을 옮길 것이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수정하려 노력함을 의미한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비틀지 마라”란 무지함
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진리가 불충분하고 빈약해도 파멸은 
없다를 의미한다.
 “너를 거짓의 말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란 악으로부터의 거짓을 
혐오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너는 살해
하지 마라”란 내면의 선과 외면의 선이 파괴되는 것을 극히 싫어
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란 이런 악의에 찬 행위는 신성한 정의에 반
되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선물을 받지 마라”란 자아 유리함
(self-advantage)은 무엇이든 혐오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선
물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멀게 하고"란 자아로의 유리함
에 속한 문제들은 진리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원인이다를 의미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뒤집기 때문이다”란 (자아 유리함에 관
한 문제들은) 선의 진리들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체류자를 너는 학 하지 마라”란 교회의 진리들 안에서 
가르쳐지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생활의 악들에 침입당해서는 아니 
된다를 의미한다. “너는 체류자의 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란 그
들의 갈망과 그들의 삶을 의미한다. “네가 이집트의 토지에서 체
류자였음을 보노라면”이란 그들은 지옥의 것들에 의해 침입받았
을 때 거짓들과 악들로부터 보호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43-47, 이사야 9:2,3, 11:10, 42:6,7, 
55:4,5, 60:3-5, 누가복음 2:30-32, 마태복음 21:42,43, 누가복
음 13:29,30, 마태복음 13:31,32, 7:17-20, 12:33, 요한복음 
15:4-6, 신명기 21:1-9, 시편 94:20,21, 마태복음 25:37-40, 
46, 13:49, 누가복음 14:14, 마태복음 13:43, 다니엘 12:3, 시편 
37:17,21,26,29-31, 마태복음 5:6, 10:41, 13:17, 23:29,35, 이
사야 57:1, 60:21, 45:8,19, 56:1, 예레미야 22:3,13,15, 
33:14,16,19, 마태복음 12:37, 누가복음 16:15, 16:13.
10-13절. “그리고 육년 동안 너는 네 토지에 씨를 뿌리고”란 첫 
번째 상태, 즉 교회의 사람이 믿음으로부터의 진리들과 선들 안에
서 가르쳐지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그로부터 생산물을 거둘 것
이다”란 거기로부터의 진리의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 너는 그것을 묵히라, 그리고 그것을 해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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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묵히라, 그리고 그것을 해방
되어 있게 하라. 그리고 네 백성
의 궁핍한 자가 먹을 것이다. 그
리고 그들이 남긴 것을 들판의 
야생 동물이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는 네 포도원에, 네 감
람원에도 실시하라.

12 육일 동안 너는 네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너는 
중단할 것이다. 네 황소와 네 나
귀도 쉴 것이다. 그리고 네 몸종
의 아들, 그리고 네 체류자가 숨
을 돌릴런지 모른다.

13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
든 것을 너는 지킬 것이다. 그리
고 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
급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네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14 한 해에 세 번 너는 절기를 
지키라.
15 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칠일 
동안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로 누룩 넣지 않은 것을 아빕월

어 있게 하라”란 두 번째 상태, 즉 교회의 사람이 선 안에 있는 
때, 그러므로해서 평화의 고요함 안에 있는 때를 의미한다. “그리
고 네 백성의 궁핍한 자가 먹을 것이다”란 진리들이 거의 없는 
이들,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이들과 선행의 선을 통하여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을 들판의 야생 동물
이 먹을 것이다”란 외적인 진리의 기쁨들 안에 있는 이들과 선행
의 선을 통하여 결합함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네 포도원
에, 네 감람원에도 실시하라”란 이것은 영적 선과 더불어서도, 천
적 선과 더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를 의미한다.
 “육일 동안 너는 네 일들을 할 것이다”란 인간이 외적인 것 안에 
있을 때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기 위하여 있어지는 노동, 또는 전
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너는 중단할 것이다”
란 인간이 내적인 것들 안에 있을 때, 그리하여 평화의 고요함에 
있을 때인 선의 상태를 의미한다. “네 황소와 네 나귀도 쉴 것이
다”란 이와 동시에 있는 외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위한 고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몸종의 아들, 그리고 네 체류자가 숨을 돌
릴런지 모른다”란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지킬 것이다”란 명령
들, 판단들, 규례들은 실시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마라”란 그들은 거짓의 교리로부터 
생각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네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란 순종이 어느 확언에도 지불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7:10,11, 예레미야 4:3,4, 미가 6:13,15, 이
사야 32:20, 이사야 27:6, 30:20-26, 레위기 26:3,4, 스가랴 
8:12,13, 신명기 11:16,17, 32:15,17,22, 시편 107:35-37, 
68:5-7, 신명기 32:13, 레위기 25:3-5, 25:11, 마태복음 
24:16-18, 누가복음 17:31,32, 신명기 22:8-11, 레위기 19:19, 
신명기 28:39,40, 미가 4:9, 하박국 3:17, 스가랴 4:3,11,14, 사
사기 9:7-15, 마태복음 13:13, 요한복음 14:17,19, 3:8, 레위기 
18:4,5, 마태복음 5:20, 7:24-27, 16:27, 요한복음 3:21.
14-19절. “한 해에 세 번 너는 절기를 지키라”란 지옥에 떨어짐
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꾸준히 예배함을 의
미한다.
 “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란 거짓들
로부터 깨끗해지게 해주셨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
다. “칠일 동안”이란 그 다음 있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한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로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다”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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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한 때에 먹을 것이다. 그 
이유가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로
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얼굴은 텅빔을 보지 않을 것이다.

16 네가 들판에 뿌린 것, 네 일
들의 첫 열매에 관련되는 수확의 
절기(맥추절)를 지키라. 그리고 
네가 들판으로부터 네 일들을 거
둘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
의 절기(수장절)를 지키라.
17 한 해에 세 번 너희들의 모든 
남성은 주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타날 것이다.
18 너는 발효된 것 위에서 내 제
물의 피와 더불어 바치지 마라. 
그리고 내 절기의 지방(fat)은 밤
을 지나 아침 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다.
19 네 지면의 첫 열매들의 첫 번
째 것을 너는 여호와 네 하느님
의 집으로 가져 올 것이다. 너는 
새끼염소를 그 어미의 젖 안에서 
삶지 말 것이다.

20 보라 나는 너 앞서 천사를 보
내서 길가는 너를 지켜서 내가 
준비했던 장소로 너를 데려갈 것
이다.

짓들로부터 순수해진 선을 제 것되게 함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
에게 명령한 로”란 질서의 법칙에 일치해서를 의미한다. “아빕
월의 지정한 때에”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란 거
짓들의 침입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얼굴은 텅
빔을 보지 않을 것이다”란 자비 덕택에 선을 받았음, 그리고 감사
함을 의미한다.
 “네가 들판에 뿌린 것, 네 일들의 첫 열매에 관련되는 수확의 절
기(맥추절)를 지키라”란 선 안에 진리를 이식해주셨기에 감사하
며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들판으로부터 네 일
들을 거둘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의 절기(수장절)를 지키
라”란 거기로부터 선을 이식해주셨기에, 그러므로해서 지옥에 떨
어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거듭남이 있게 해주셨기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한 해에 세 번 너희들의 모든 남성은 주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타날 것이다”란 주님의 현존과 계속적인 나타나심, 그러므로 또
한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서 그분의 현존과 나타나심도 의미한다.
 “너는 발효된 것 위에서 내 제물의 피와 더불어 바치지 마라”란 
교회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은 악들로부터의 거짓들과 혼
합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절기의 지방(fat)은 
밤을 지나 아침 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다”란 예배 속의 선은 자
아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 바 항상 새로워야 한다를 의
미한다.
 “네 지면의 첫 열매들의 첫 번째 것을 너는 여호와 네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 올 것이다”란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 진리로부터
의 모든 선들은 거룩하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주님만으로부터 있
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너는 새끼염소를 그 어미의 젖 안에서 
삶지 말 것이다”란 이후의 상태 속의 순진의 선은 이전의 상태 
속의 순진의 진리와 결합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0:6,8, 신명기 10:17, 마태복음 5:23,24, 
2:1,11, 시편 72:10,11, 이사야 66:19,20, 말라기 3:3,4, 레위기 
23:10-18, 신명기 16:9-12, 마태복음 13:37-39, 계시록 
14:15,16, 요엘 1:9-11, 3:13, 예레미야 50:16, 51:13, 이사야 
23:1-3, 신명기 16:13,15, 레위기 23:39, 23:39-43, 신명기 
16:13-15, 레위기 2:2.
20-30절. “보라 나는 너 앞서 천사를 보내서”란 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을 의미한다. “길가는 너를 지켜서”란 그분의 섭리와 악
의 거짓들로부터 보호 안내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준비했던 장소
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란 생활의 선과 믿음의 선에 따라 그분에 



출애굽기 23 - 419 -

21 네가 그를 성나게 하지 않도
록 그의 얼굴을 잘 살피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그 이유가 그
는 네 범법에 인내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나의 
이름이 그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22 만일 네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한
다면 나는 너의 적들을 내 적으
로 간주해서 행동할 것이다, 그리
고 나는 너의 항자를 나의 
항자로 간주해서 행동할 것이다.

23 나의 천사가 네 앞서 가서, 
너희를 아모리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고 가나안
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에게
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24 너는 네 자신을 그들의 신들
에게 굽혀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
의 일들을 따라 하지 말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그것들을 확실히 
파괴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상들
을 조각으로 부수워야 하기 때문
이다.
25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은 너희의 빵, 그리고 너희의 
물들을 복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
고 나는 너희 한가운데로부터 질
병을 쫒아낼 것이다.

의해 천국 안으로 이끌어 들임을 의미한다. “그의 얼굴을 잘 살피
라”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란 그
분으로부터 있는 계명에 한 순종을 의미한다.
 “네가 그를 성나게 하지 않도록”이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을 통
하여 그분으로부터 돌아섬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는 네 범법
에 인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란 이런 것들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반 되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나의 이름이 
그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란 모든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
리는 그분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만일 네가 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이란 믿음으로부터 계명들
을 훈육받고 영접함을 의미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한다면”이
란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응낙함을 의미한다. “나는 너의 적들을 
내 적으로 간주해서 행동할 것이다”란 주님은 악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거짓들의 공격을 돌려놓으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항자를 나의 항자로 간주해서 행동할 것이다”란 그분께
서는 거짓들인 것으로부터의 모든 악들의 공격을 피하게 하실 것
을 의미한다.
 “나의 천사가 네 앞서 가서”란 주님의 명령들에 일치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너희를 아모리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
고 가나안족,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
리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란 주님께서 교회에 침입하는 악
들과 거짓들에 맞서 방어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
를 의미한다.
 “너는 네 자신을 그들의 신들에게 굽혀 절하지 말라”란 악으로부
터의 거짓들은 경배되어져서는 아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들을 섬기지 말라”란 그들은 순종하려 해도 아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들을 따라 하지 말 것이다”란 생활의 악들은 모
방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너는 그것들을 
확실히 파괴해야 할 것이다”란 악들은 통째로 제거되어야만 한다
를 의미한다. “그들의 상들을 조각으로 부수워야 하기 때문이다”란 
악들을 통째로 제거해야 하듯 예배 속의 거짓들도 제거되어야 한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느님을 섬길 것이다”란 주님 만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빵, 그리고 너희의 물
들을 복있게 하실 것이다”란 사랑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가 증가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한가운데로부터 질병을 쫒아낼 
것이다”란 진리의 거짓화됨과 선의 섞음질 당함으로부터 보호하
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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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네 토지에서 유산하거나 불임
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
희 날들의 수를 가득하게 하리라.
27 나는 내 공포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마주칠 
모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
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모든 
너희 적들의 목을 줄 것이다.
28 그리고 나는 왕벌을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히위
족, 가나안족, 헷족을 네 앞으로
부터 몰아낼 것이다.
29 나는 그를 한 해 안에 네 앞
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가 황폐되고, 그리고 
들판의 들짐승이 너희 위에서 번
성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때문
이다. 
30 나는 그를 네 앞으로부터 조
금씩 몰아내되 너희가 열매맺고, 
그 토지를 상속받을 때 까지 이
다.

 “네 토지에서 유산하거나 불임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란 선들과 
진리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들의 질서 안에서 진행되어 
갈 것이다를 의미한다. “나는 너희 날들의 수를 가득하게 하리라”
란 충만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를 의미한다.
 “나는 내 공포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란 선의 진리들 때문에 거
짓의 악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느껴지는 공포를 의미한다. “...
모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란 모든 거짓들이 당황해함
을 의미한다. “네가 마주 치는...”이란 주님의 현존에서를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모든 너희 적들의 목을 줄 것이다”란 거
짓들이 패주하고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왕벌을 네 앞서 보낼 것이다”란 두려움이 악으로부
터의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느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이 히위족, 가나안족, 헷족을 네 앞으로부터 몰아낼 것이
다”란 악들로부터 있는 거짓들이 패주함을 의미한다. 
 “나는 그를 한 해 안에 네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란 그것
들이 성급하게 패주하거나 제거됨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토지가 
황폐되고...”란 이럴 경우에 있는 불충분함, 그리고 영적 생명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들판의 들짐승이 너희 위에서 번
성한다”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기쁨들로부터 거짓들 이 속
에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그를 네 앞으로부터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란 질서에 따라 
조금씩 제거함을 의미한다. “너희가 열매맺을 때 까지”란 선의 증
가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 토지를 상속받을 때 까지”란 선 안
에, 그러므로 거듭날 때 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9, 말라기 3:1, 마태복음 25:34, 마가복음 
10:40, 요한복음 14:2,3, 민수기 6:25,26, 시편 67:1, 이사야 
63:7-9, 요한복음 14:7-11, 레위기 17:10, 예레미야 21:10, 시편 
34:16, 2:12, 마태복음 18:19,20, 19:29, 요한복음 1:12, 3:18, 
20:31, 15:7,16, 14:13,14, 10:3, 마태복음 13:13-17, 요한복음 
10:2,3,8,16,27, 마태복음 11:15, 13:9,43, 마가복음 4:9,23, 7:16, 
누가복음 8:8, 14:35, 마태복음 17:5, 요한복음 3:29, 5:25, 8:47, 
18:37, 누가복음 16:29, 마가복음 7:37, 요한복음 16:13,14, 마태
복음 7:24,26, 누가복음 6:47, 요한복음 8:56,58, 17:5, 5:37, 
6:46, 10:30, 14:7,9,11, 17:10, 1:1-3,14,18, 누가복음 24:39, 요
한복음 16:28, 신명기 9:4-6, 32:28,32-34, 요한복음 8:44, 이사
야 3:1, 에스겔 4:16,17, 12:19, 아모스 8:11, 열왕기상 
13:8,9,16-19, 24, 요한복음 3:3-6, 9,10, 호세아 9:13-15, 말라
기 3:11,12, 신명기 7:12,14,15, 창세기 30:1, 이사야 54:1, 시편 
113:7-9, 사무엘상 2:5, 누가복음 23:29, 열왕기하 2:19-2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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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리고 나는 네 경계를 수프 
바다로부터, 그리고 불레셋족들의 
바다에 까지, 그리고 광야로부터 
강에 까지 놓을 것이다. 그 이유
가 나는 이 토지의 주민들을 너
희 손에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나는 그들을 네 앞으로부터 
몰아낼 것이다.
32 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신
들과 언약을 만들지 말라.
33 그들이 너희 토지 안에서 거
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너
희로 나에게 죄짓게 만들까 염려
해서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한복음 13:10, 에스겔 32:32, 레위기 26:15,36, 스가랴 14:13, 신
명기 7:23, 7:20, 이사야 7:18,19, 아모스 4:9, 요엘 1:4,5, 
2:24,25, 시편 105:30,31, 신명기 28:39, 이사야 51:7,8, 말라기 
3:12, 이사야 35:8,9, 에스겔 5:17, 14:15, 29:5, 34:25,28, 호세
아 2:12, 4:3, 시편 80:13,14, 104:20, 레위기 26:3,6,15,22, 신명
기 7:22, 시편 50:10,11, 이사야 56:9, 에스겔 31:6, 요한복음 
1:12,13, 마태복음 21:18,19, 누가복음 13:6,7, 6:44-46, 마태복
음 25:34,35,40, 계시록 21:7, 시편 69:35,36, 이사야 57:13, 요한
복음 14:20,23, 17:22,26.
31-33절. “그리고 나는 네 경계를 수프 바다로부터, 그리고 불레
셋족들의 바다에 까지...놓을 것이다”란 기억 속의 진리들로부터 
믿음 속의 내면의 진리들 까지 넓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야
로부터 강에 까지 조차”란 감각적인 것 속의 기쁨들로부터 합리
성 속의 선과 진리에 까지 조차를 의미한다. “나는 이 토지의 주
민들을 너희 손에 줄 것이다”란 악들 위에 군림하라는 명령을 의
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앞으로부터 그들을 몰아 낼 것이다”란 
그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만들지 말라”란 악들
과 거짓들과의 소통함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네 땅에서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란 악들은 교회의 
선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들이 너희로 나에
게 죄짓게 하지 않도록...”이란 악들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돌아서게 않도록을 의미한다.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란 
만일 거짓들로부터의 예배가 있다면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것
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란 악의 유혹과 현혹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7:3,4, 아모스 9:7, 예레미야 47:4, 요엘 
3:4,5, 오바디야 1:19, 이사야 11:12,14, 여호수아 1:4, 창세기 
15:18, 시편 80:8,11, 미가 7:12, 계시록 9:14,15, 16:12, 예레미
야 2:17,18, 13:3-7, 46:6,10, 누가복음 16:26, 이사야 
24:17,18, 28:13, 에스겔 19:1-4, 7-9, 아모스 3:4,5, 시편 
11:6, 누가복음 21:34,35, 예레미야 5:26, 시편 38:12, 141:9,10, 
이사야 8:14,15, 출애굽기 34:12, 신명기 12:30, 마태복음 5:18, 
누가복음 16;17.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교리 속의 거짓들과 
생활 속의 악들을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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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말했
다, 여호와에게로 너와 아론, 그
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
라엘의 칠십 장로들이 올라오라. 
그리고 네 자신들은 멀찍이 떨어
져서 고개를 숙이라.

2 그리고 모세, 그 사람 만이, 여
호와에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그
리고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3 그리고 모세는 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판단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모
든 백성은 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
서 말하신 모든 말들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4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들을 글로 썼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산 아래 
제단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스라
엘의 열 두 지파들을 위한 열두 
기둥들(을 세웠다.)

리 속의 진리들과 생활 속의 선들이 이식되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교회의 사람은 주님에 의해 거듭나진다. 

24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말했다”란 넓은 의미에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라”란 주님과 결합
함을 의미한다. “너와 아론”이란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에서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나답과 아비후”란 양쪽 의미로부터의 교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이란 말씀 속, 또는 교리 속
에 있는 교회의 우두머리되는 진리들, 그리고 선에 일치하는 진리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자신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
이라”란 심정으로부터 있는 경배와 굴종, 그런 다음 주님으로부터
의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 그 사람 만이,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란 
넓은 측면에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결합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란 
내적인 것과 떨어져 있는 외적인 것은 무엇이든 그것과 더불은 
결합은 없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1:7-15, 누가복음 7:24-26, 마태복음 
17:10-13, 말라기 4:5, 마태복음 3:1,4, 열왕기하 1:8, 요한복음 
1:1,14,19-30, 레위기 10:1-3, 시편 145:18, 65:4, 69:18, 예레
미야 23:22,23, 레위기 10:3, 예레미야 30:21.
3-5절. “그리고 모세는 가서 백성에게...알려주었다”란 그분으로
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발해주시고 가르치
심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판단들”이란 
영적 상태에서, 그리고 자연적 상태에서 생명에 속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모든 백성은 한 목소리로 답했다”란 교
회 속에 진실로 있는 이들이 이해함과 더불어 받아들임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말들을 우리
는 행할 것입니다”란 그런 다음 심정 안으로도 받아들임을 의미
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들을 글로 썼다”란 그 후 생명
에 깊이 새김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란 주님
으로부터 오는 환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 아래 제단을 건축했
다”란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에 관해서 주님의 신성한 인
간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위
한 열두 기둥들(을 세웠다)”란 전체적인 복합체에서 그분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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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의 청년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들은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평화 제물로 소를 바
쳤다.

6 그리고 모세는 피의 절반을 가
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물동이 안
에 부었다. 그리고 피의 절반을 
그는 제단에 뿌렸다.
7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
왔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의 귀들
에 읽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
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
을 우리는 행하고 들을 것입니다.
8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져 왔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뿌렸다. 그리
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들 위에서 너희와 더불어 만드
신 언약의 피를 보라.

9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 나
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터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해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청년들을 보냈다”란 순진과 
선행에 관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여호와에게 평화 제물로 소를 바쳤다”란 선으로부터 그리
고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로부터 주님에 한 예배를 표현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2:37-40, 마가복음 12:29-31, 계시록 
4:6,7, 호세아 14:2, 아모스 6:3,4, 말라기 4:2, 누가복음 
15:22,23, 예레미야 46:20,21, 시편 106:19,20, 신명기 9:21, 호
세아 8:4-6, 호세아 8:2, 이사야 34:7, 27:10, 예레미야 48:34, 
이사야 15:5, 호세아 10:11, 시편 68:30, 예레미야 34:18-20, 창
세기 15:9-12,18.
6-8절. “그리고 모세는 피의 절반을 가져왔다”란 생명과 예배를 
만들어 왔었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것을 물동이 안에 부
었다”란 인간과 더불어 그의 기억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의 절반을 그는 제단에 뿌렸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왔다”란 천국에 있는 말씀이 결합
되어 왔었던 글자 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백
성의 귀들에 읽었다”란 경청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하고 들을 것입
니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되는 진리를 받아들임, 
그리고 심정과 혼으로부터 순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져 왔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뿌렸다”란 
인간이 영접함에 그분께서 맞추심(adaptation)을 의미한다. “그리
고 말했다, 언약의 피를 보라”란 그것에 의해서 천국과 땅과 더불
어 있는 신성한 인간에 관련되는 주님의 결합을 의미한다. “여호
와께서 이 모든 말들 위에서 너희와 더불어 만드신...”이란 말씀의 
모두, 각각의 것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9:17-21, 요한복음 6:53-56, 이사야 
22:23,24, 스가랴 14:20, 출애굽기 34:28, 신명기 9:9,11,15, 
4:13,23, 열왕기하 22:7, 23:2, 이사야 56:4,5, 예레미야 11:2,4, 
시편 25:10, 78:10, 예레미야 31:31,33, 시편 89:27,28,34, 스가
랴 9:10,11, 예레미야 28:7, 사무엘상 25:24, 사사기 7:3, 출애굽
기 11:2, 신명기 5:1, 31:28, 32:44, 열왕기하 23:2, 예레미야 
36:15, 누가복음 7:1, 요한복음 1:18, 1:9,10.
9-11절.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 갔
다”란 내적, 외적 의미에서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두 의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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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 장로가 올라 갔다.
10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
느님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 그분
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 돌로 작
업한 듯, 그리고 깨끗함에 관련하
여서는 천국의 실체인듯 했다.

11 그리고 따로 떼어 놓은 이스
라엘의 아들들에게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을 내보내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보았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산으로 나에게 올라 
오너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있으
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돌의 법
률, 그리고 율법과 명령들을 줄 
것이다, 이것들을 나는 그들을 가
르치기 위해 적을 것이다.

13 그리고 모세는 일어났다, 그
리고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도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
의 산으로 올라갔다.

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란 진리들
로부터 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란 말씀 안에 주님
이 오시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 그분의 발 아래”란 
글자 그 자체인 최말단의 의미를 의미한다. “사파이어 돌로 작업
한 듯...”이란 내적 진리들로부터 거기는 투명함, 그리고 주님으로
부터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깨끗함에 관련하여서는 천
국의 실체인듯..”이란 천사들의 천국 속을 관통하여 빛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따로 떼어 놓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란 내적 의미로
부터 분리된 외적 의미 만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손을 내보내시지 않았다”란 진리가 거기서는 그것의 권능 
안에 있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보았다”
란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란 예배 속의 선과 진
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30, 이사야 60:11,13, 시편 99:5-7, 
132:6,7, 18:9,11,12, 나흠 1:3, 다니엘 10:5,6, 2:32-35, 43, 에
스겔 28:12,13,15, 계시록 21:19,20, 이사야 54:11, 예레미야 애
가 4:7, 에스겔 1:26, 10:1, 요한복음 1:4,9,10, 시편 148:4, 
68:32,33, 33:6, 19:1, 사사기 5:4, 다니엘 8:10, 아모스 9:6, 말
라기 3:10, 이사야 63:15, 신명기 33:13, 마태복음 5:34, 23:22, 
계시록 21:1, 이사야 65:17, 51:6, 50:3, 에스겔 32:7,8, 마태복
음 24:29, 이사야 37:16, 44:24, 45:18, 마태복음 16:18,19, 
18:18, 계시록 1:18, 3:7, 이사야 22:22, 계시록 12:7,8,11, 마태
복음 8:11, 누가복음 22:30, 12:37, 요한복음 4:31,32, 6:51, 누
가복음 13:26,27, 이사야 55:1-4, 에스겔 4:16,17, 아모스 8:11.
12-1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외적 의미
에 있는 이들을 위한 주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산으로 
나에게 올라 오너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있으라”란 매개체를 통
하여 그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돌의 법률을 줄 것이다”란 법의 책, 즉 전체적인 복합체 
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들”이란 일반적
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이것들을 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적을 것이다”란 기억함을 위해 그리고 가
르침을 위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도 일어
났다)”란 말씀 그리고 그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
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란 천국을 향하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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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
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 올 때 까지 앉아 
있으라. 그리고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할 말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까
이 나아가라.
15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
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었다.

16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구름은 
육일 동안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칠일 째에 그분은 구름 한가운데
로부터 모세를 불렀다.

17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양상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눈에서
는 산 꼭 기를 불이 삼켜버린 
듯 했다.
18 그리고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모세는 사십 일 
낮과 밤 동안 산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란 외적 의미 만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있으라”란 그들은 그것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되돌아 올 때 까
지”란 답이 있을 때 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라 아론과 훌
이 너희와 함께 있다”란 이와같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에 관
한 교리를 의미한다. “할 말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
까이 나아가라”란 그것에 의해서 거짓들이 제거되어 질 것 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다”란 천국에로...를 의미한다. “그
리고 구름이 산을 덮었다”란 말씀의 외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2:7, 33:1, 요한복음 14:23, 15:5, 3:27, 
이사야 30:8, 예레미야 17:1, 하박국 2:2,3, 시편 68:8,17, 사사기 
5:4,5, 신명기 33:2, 사사기 20:26, 21:2, 시편 139:2, 예레미야 
16:8, 미가 5:4, 이사야 47:1,5,8, 에스겔 8:10,11, 호세아 13:2, 
이사야 2:20, 31:7, 30:22, 48:5, 예레미야 10:14,15, 하박국 
2:18, 이사야 40:19,20, 44:9,13.
16-18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란 천
국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속의 내면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란 상 적으로 희미함에 있는 말씀, 즉 최
말단의 말씀을 의미한다. “육일 동안”이란 진리의 상태 안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칠일 째에 그분은 모세를 부르셨다”란 진
리가 선과 결합되어 갔을 때 주님이 오신다를 의미한다. “구름 한
가운데로부터”란 이전에 있었던 상태인 희미함으로부터...를 의미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양상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눈에서는 
산 꼭 기를 불이 삼켜버린듯 했다”란 천국 자체 안에서 신성한 
진리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반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나, 내적인 것
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에만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신성한 진리
가 훼손되어 황페해진 듯 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 안으로 들어갔다”란 외적 의미 안
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란 천국으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사십 일 낮과 밤 동안 산에 
있었다”란 가르침과 유입됨에 관련하여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3,5, 요한복음 1:1,4,9,14, 12:41,43,46, 
이사야 60:1,2,13,20, 59:19,20, 42:6,8, 48:11, 58:8, 66:18, 
24:23, 민수기 14:20, 21, 이사야 6:1-3, 시편 19:1, 102:15,16, 
계시록 21:23,24, 이사야 4:5,6, 시편 104:1-9, 신명기 
5:23-25, 요엘 2:1-3, 이사야 30:30, 33:14, 29:6, 에스겔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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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집
품(collection)을 가지고 오게 하
라. 그의 심정이 기뻐하여 움직인 
모두 각각의 사람으로부터 너는 
나의 수집품을 취할 것이다.
3 그리고 이것은 네가 그들로부
터 거두게 될 수집품이다. 금, 그
리고 은, 그리고 놋쇠.
4 그리고 푸른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주홍색 
(실), 그리고 고운 아마포, 그리
고 염소 털.
5 그리고 붉은 수양 가죽, 그리고 
오소리 가죽, 그리고 싯딤 목재
(shittim wood).
6 발광을 위한 기름, 기름부음의 
기름을 위한 향료, 그리고 향을 
위한 향료.
7 호마노(onyx) 돌들, 채우기 위
한 돌들, 그리고 에봇을 위한 돌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천국을 통하여 주님에 
의해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의 본성은 양쪽 의미, 즉 내적 의
미와 외적 의미에서 신성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인간과 결합하신다. 

25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란 
표현되어지는 천국 속의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의미
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란 표현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집품(collection)을 가지고 오게 하라”란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내면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의 심정이 기뻐
하여 움직인 모두 각각의 사람으로부터”란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부터, 그러므로 자유로부터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너는 나의 
수집품을 취할 것이다”란 예배를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3-7절. “그리고 이것은 네가 그들로부터 거두게 될 수집품이다”
란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요구되어 질 것이다. “금, 그리고 은”이
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놋쇠”는 외
적인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푸른색”이란 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
리고 심홍색”이란 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주홍색”이란 상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
운 아마포”란 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염소 
털”이란 거기서 파생된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붉은 수양 가죽, 그리고 오소리 가죽”이란 그들을 하나
로 모으게 하는 외적인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싯딤 
목재(shittim wood)”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공적의 선들, 그런고로 
주님 만에 속하는 선들을 의미한다.
 “발광을 위한 기름”이란 상호간의 사랑과 선행(charity)에 있는 
내적인 선을 의미한다. “기름부음의 기름을 위한 향료”란 취임하
는 선으로부터 있는 내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을 위
한 향료”란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을 의미한다.
 “호마노 돌들, 채우기 위한 돌들”이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영적인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봇을 위한, 그리고 가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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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그리고 가슴받이판을 위한 돌
들.

8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
소를 만들게 해서, 내가 그들 한
가운데 거주하도록 하라.
9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사항
에 따라서, 주택(habitation)의 형
태, 그 속의 모든 집기들의 형태, 
그와 같게 너는 그것을 만들 것
이다.

10 그리고 그들은 궤를 싯딤목으
로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이다, 그리고 그것
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
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한 규
빗 그리고 반이다.
11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들씌워야 한다. 내부로부터 그리
고 외부로부터 너는 그것을 들씌
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 위에서 
빙둘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라. 
12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네(4) 고리들을 주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궤의 네(4) 모
퉁이에 놓아라, 그리고 두 고리는 
궤의 이쪽에, 그리고 두 고리는 

이판을 위한...”이란 이것은 천적인 것들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을 위한 덮개를 위해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7:7,24, 23:2-6, 예레미야 10:9, 계시록 
9:17,18, 에스겔 27:7, 누가복음 16:19, 계시록 17:3,4, 사무엘하 
1:17,18,24, 예레미야 4:30, 예레미야 애가 4:5, 계시록 17:3,4, 
18:16, 민수기 15:38,39, 이사야 1:18, 출애굽기 35:25,26, 호세
아 2:5,9, 다니엘 7:9, 계시록 1:13,14, 이사야 1:18, 에스겔 
44:15,17,18, 이사야 41:19, 출애굽기 30:23-31, 30:34-37, 
30:1-8, 37:25-끝까지, 40:26,27, 레위기 16:3,12,13, 시편 
141:2, 레위기 5:8, 계시록 8:3,4, 말라기 1:11, 신명기 33:10, 에
스겔 28:12,13,15.
8,9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어라”란 주님에 
관한 표현,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표현을 의미한다. “내가 그들 
한가운데 거주하도록 하라”란 그런 결과 표현 교회에서 주님이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사항에 따라서, 주택의 형태”란 주님
이 계신 천국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 속의 모든 집기들의 형태”
란 그분으로부터 있는 모든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와 같게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란 확실하고 순수
한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16, 이사야 63:15, 예레미야 17:12, 이사
야 63:18, 예레미야 애가 1:10, 2:7, 레위기 26;31.
10-16. “그리고 그들은 궤를 만들어라”란 가장 깊은 천국을 의미
한다. “싯딤목으로”란 정의를 의미한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선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진리에 관하여 가득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등차들에 
관하여 가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들씌워야 한다”란 이 모든 것들은 
선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내부로부터 그리고 외부
로부터 너는 그것을 들씌워야 한다”란 어디에나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것 위에서 빙둘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라”란 그들이 
악들이 접근하여 상함을 받지 않도록 선을 수단으로 경계를 고정
해둠울 의미한다.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네 고리들을 주조할 것이다”란 신성
한 진리가 모든 측면들을 빙둘러 있는 신성한 선과 결합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궤의 네 모퉁이에 놓아라”란 안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고리는 궤의 이쪽에, 그리고 두 고리는 그
것의 저쪽에 놓아라”란 진리와 선의 결혼, 그리고 선이 진리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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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저쪽에 놓아라.
13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들씌워라.

14 그리고 너는 그 위에서 궤를 
운반하도록 궤의 측면들에 있는 
고리 안으로 장 를 놓을 것이다.
15 그리고 장 는 궤의 고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으
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16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 놓을 것이다.

17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
(mercy seat, propitiatory)을 만
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이다, 그리고 그것의 넓
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 
18 그리고 너는 두 거룹들을 만
들 것인데, 속이 비지 않은 금으
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고, 자비의 
자리 두 끝에서 이다.
19 그리고 한 거룹은 이쪽 끝에
서 만들고, 한 거룹은 다른 쪽에
서 만들 것이다. 자비의 자리로부

혼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란 거기서 파생된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들씌워라”란 선은 어느 
곳이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고리 안으로 장 를 놓을 것
이다”란 신성한 영역의 권능을 의미한다. “궤의 측면들에서...”란 
최말단들에서를 의미한다.
 “그 위에서 궤를 운반함”이란 천국이 밖으로 도래하고 생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 는 궤의 고리들 안에 있을 것이다”란 권능은 선과 
진리의 신성한 영역으로부터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것
으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란 변화 없이 영원히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증거판을 궤 안에 놓을 것이다”란 천국 안에서 
주님이신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줄...”이란 그것
의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32:6-8, 예레미야 3:14,16,17, 사무엘하 6:2, 
민수기 10:33-36, 이사야 63:1-5, 이사야 59:16,17, 예레미야 
23:6, 33:15,16, 요한복음 10:17,18, 시편 118:5, 31:8, 이사야 
8:8, 하박국 1:6, 예레미야 31:12, 에스겔 31:3,5,7, 17:23, 20:40, 
시편 118:22, 마태복음 21:42, 스가랴 10:4, 이사야 28:16, 예레
미야 51:26, 출애굽기 27:2, 예레미야 48:45, 민수기 24:17, 호세
아 11:6, 이사야 43:14, 예레미야 51:30, 아모스 1:5, 이사야 
45:2, 시편 105:16, 예레미야 49:31, 에스겔 38:11, 예레미야 애
가 2:9, 시편 147:12,13, 열왕기상 8:7,8, 시편 19:7-9, 계시록 
6:9, 12:11, 요한복음 3:31-33, 8:18, 5:39, 15:26, 18:37.
17-22절.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자비의 자리(mercy seat, 
propitiatory)를 만들어라”란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예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선에 관련된 것 모두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진리에 관한 것은 가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두 거룹들을 만들 것이다”란 사랑의 선을 통하는 
방법 말고는 주님께로 접근이나 입장 허가는 없다를 의미한다.  
“너는 그것들을 속이 비지 않은 금으로 만들라”란 이 선의 표현을 
의미한다.  “자비의 자리 두 끝에서”란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거룹은 이쪽 끝에서, 한 거룹은 다른 쪽에서”란 천적 
선을 위하여 접근하는 길과 영적 선을 위하여 접근하는 길을 의
미한다. “자비의 자리로부터 너는 그것의 두 끝 위에 거룹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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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너는 그것의 두 끝 위에 거룹
들을 만들 것이다.
20 그리고 거룹들은 그들의 날개
들을 위쪽으로 펼칠 것이고, 그들
의 날개들을 가지고 자비석을 덮
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
(은) 인간의 그의 형제에 한 
(것이다). 거룹의 얼굴들은 자비
의 자리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
21 그리고 너는 궤에서, (그) 위
로부터 자비석을 놓을 것이다. 그
리고 궤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놓을 것이다.
22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너를 만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비석 
위로부터, 증거판의 궤 넘어 있는 
두 거룹들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
라엘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23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탁자
를 만들 것이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이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이고, 그것의 높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

24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들씌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빙
둘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라.
25 그리고 너는 그것에 빙둘러 
한 손 폭의 마감을 만들어라, 그
리고 너는 그것을 빙둘러 마감짓
기 위하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
어라.

들 것이다”란 이 선들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위쪽으로 펼칠 것이다”란 믿
음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승강함을 의미한다. “그들의 날개
들을 가지고 자비의 자리를 덮을 것이다”란 덮어주는 영적인 것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인간의 그의 형제에 
한 것이다”란 진리와 선의 결합을 의미한다. “거룹의 얼굴들은 자
비의 자리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란 내면들은 계속적으로 선을 
주시함, 그러므로 주님을 계속 주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궤에서 위로부터 자비의 자리를 놓을 것이다”란 사
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듣고 수용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궤에 증거판을 놓을 것이다”란 천국 안에서 주님으로
부터를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줄...”이란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란 들음과 수용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나는 자비의 자리 위로부터 너에게 말할 것이다”란 
결합을 의미한다. “두 거룹 사이로부터”란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
이 결합되어 오고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증거판의 궤 넘어 있
는...”이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이란 표현 교회 속의 예
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9:9, 78:38, 51:7, 이사야 47:11, 신명기 
32:43, 창세기 3:24, 시편 80:1, 99:1, 18:10, 37:16, 마가복음 
10:40.
23-30절. “그리고 너는 탁자를 만들 것이다”란 사랑의 선에 속하
는 천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저장소)을 의미한다. “싯딤목으로”란 
자비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이고”란 선과 결
합함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를 의미한다.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
이고”란 진리와 결합함에 관련하여서는 얼마쯤을 의미한다. “그것
의 높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이다”란 등차들에 관련하여서는 충
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들씌울 것이다”란 이 선에 표현되
는 것은 자비로부터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빙둘러 금으
로 테두리를 만들어라”란 주님의 신성한 선을 수단으로 선의 영
역에 경계를 고정시킴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 빙둘러 한 손 폭의 마감을 만들어라”란 신
성으로부터의 진리를 가지고 거기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빙둘러 마감짓기 위하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라”
란 신성한 선의 영역에 경계들을 고정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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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네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고리들은 그것의 네(4) 
발(feet) 위에 있는 네(4) 모퉁
이들에 놓아라.
27 마감에 기 어 위쪽에 탁자를 
운반하기 위한 장 를 위한 집들
을 위해 고리들이 있을 것이다.
28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들씌울 것이다, 그리고 탁
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운반되어 
질 것이다.
29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작은 접시
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잔들을, 그리고 거기에 쟁반들을,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비(broom)
들을 만들 것이고, 이것 가지고 그
것은 덮어질 것이다. 순금으로 너
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
30 그리고 너는 계속적으로 내 
얼굴들 쪽에, 탁자 위에 얼굴들의 
빵을 놓을 것이다.

31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등잔
를 만들 것이다. 속이 비지 않은 
(금)으로 등잔 , 그것의 손잡이, 
그리고 그것의 갈 , 그것의 찻잔
들, 그것의 석류들, 그리고 그것
의 꽃들,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
다.

32 그리고 여섯 갈 들이 거기의 
측면들로부터 나갈 것이다. 등잔
의 세 갈 들이 거기의 이쪽 측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금으로 네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와 더불어 신성한 선 속에 있는 것, 즉 천국의 결혼을 
담는 최말단의 그릇(receptacle)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리들은 
네(four) 모퉁이들에 놓아라”란 그런 결과 견고함을 의미한다. 
“그것의 네 발(four feet) 위에 있는”이란 자연적 영역에서를 의
미한다.
 "마감에 기 어 위쪽에...장 를 위한 집들을 위해 고리들이 있을 
것이다"란 그런 결과로 있는 힘을 의미한다. “탁자를 운반하기 위
해”란 밖으로 도래함과 생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있
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들씌울 것이
다”란 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탁자는 그것들을 가
지고 운반되어 질 것이다”란 그런 결과 인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작은 접시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잔들을, 그리고 거기에 쟁반들을,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비
(broom)들을 만들 것이고, 이것 가지고 그것은 덮어질 것이다”란 
천적인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순금으로 너는 그
것들을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탁자 위에 얼굴들의 빵을 놓을 것이다”란 천적인 
선에 관하여 거기 계신 주님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내 얼굴들 
쪽에”란 평화를 가지고, 그리고 자비로부터 천국의 환희를 가지고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22:29,30, 마태복음 8:11, 시편 23:4-6, 
이사야 28:7-9, 65:11, 시편 69:21,22.
31-39절.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등잔 를 만들 것이다”란 영적
인 천국을 의미한다. “순금으로”란 그것은 천적인 선으로부터 이
다를 의미한다. “속이 비지 않은 (금)으로 등잔 를 만들 것이다”
란 모든 것은 선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그것의 손잡이, 그리
고 그것의 갈 , 그것의 찻잔들”이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
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것의 석류들”이란 선에 관한 기억적 지
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꽃들”이란 진리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란 그들은 천적인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안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섯 갈 (reed)들이 그것의 측면들로부터 나갈 것이다”
란 복합체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
다. “등잔 의 세 갈 들이 거기의 이쪽 측면으로부터, 등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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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등잔 의 세 갈 들이 
거기의 다른 쪽으로부터이다.
33 한 갈 에서 세 아몬드 형
(almond-shaped)의 찻잔들. (다
른)한 갈 에서 세 아몬드형의 
찻잔들, 석류와 꽃. 그러므로 등
잔 로부터 여섯 갈 들이 있다.

34 그리고 등잔 에 네(4) 아몬
드형의 찻잔들, 그것의 석류들 그
리고 그것의 꽃들. 
35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
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는 등잔 로부터 나가
는 여섯 갈 들을 위해서 이다.
36 그들의 석류와 갈 들이 그것
으로부터 있을 것이고, 그것들의 
모든 것은 속이 비지 않은 순금 
하나로부터 이다.
37 그리고 너는 거기에 등 일곱
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등들은 
위로 가게 만들어 그것의 얼굴들
을 향하여 위쪽에 빛을 주게 하
라.
38 그리고 거기에 부젓가락들, 
거기에 물동이들, 순금으로 만들 
것이다.
39 그것은 순금 한 달란트로 이 
모든 집기들을 만들 것이다.

세 갈 들이 거기의 다른 쪽으로부터이다”란 선과 진리에 관하여 
충만함을 의미한다.
 “세 아몬드 형(almond-shaped)의 찻잔들”이란 선으로부터 있는 
기억적 지식들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한 갈 에서”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석류와 꽃”이란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과 진리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다
른) 갈 에서 세 아몬드형의 찻잔들, 석류와 꽃”이란 위와 마찬가
지 의미이다. “그러므로 등잔 로부터 여섯 갈 들”이란 영적 천
국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잔 에...”란 그것의 중간, 이를 통하여 결합
이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능력들이 있다를 의미한다.
 “네(4) 아몬드형의 찻잔들”이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기억
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것의 석류들 그리고 그것의 꽃들”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두 갈 들 
아래 석류”란 몇몇 진리들의 전부를 위한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
들을 의미한다. “등잔 로부터 나가는 여섯 갈 들을 위해서”란 
영적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
을 의미한다.
 “그들의 석류와 갈 들이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고, 그것들의 
모든 것”이란 선에 관한 지식들과 권능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영적인 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속이 비지 
않은 순금 하나로부터 이다”란 똑같은 선으로부터, 그렇기에 전체
적이고 완전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등을 일곱을 만들 것이다”란 거기서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들은 위로 가게 만들 
것이다”란 영적 천국의 빛을 의미한다. “그것의 얼굴들을 향하여 
위쪽에 빛을 주게 할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의 신성한 선
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부젓가락들, 거기에 물동이들”이란 자연적인 것
에 있는 정화 장치와 빼내는 장치를 의미한다. ”순금으로 만들 것
이다“란 그것 또한 선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그것은 순금 한 달란트로 이 모든 집기들을 만들 것이다”란 영
적인 선, 그것의 기억적 지식들과 더불어 모두는 천적인 선으로부
터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2,13,20, 2:5, 11:3,4, 스가랴 4:2,3, 계시
록 21:23,24, 22:5, 18:23, 예레미야 25:10,11, 욥기 21:17, 시편 
18:28, 사무엘하 22:29, 시편 119:104,105, 욥기 29:3,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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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리고 네가 산에서 보기 위
해 만들어진 형태에서 그것들을 
보며 만들라. 

26

1 그리고 너는 커튼 열 개로 주
택을 만들 것이다. 꼬아 만든 고
운 아마포, 그리고 푸른 색, 그리
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주홍색, 그룹들과 더불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너는 그것
들을 만들 것이다.

2 한 커튼의 길이는 여덟과 스물 

6:22,23, 누가복음 8:16, 11:33-36, 신명기 8:8, 하박국 2:19, 
스가랴 2:13,14, 아모스 9:1, 이사야 5:24, 27:6, 40:7,8, 나흠 
1:4, 다니엘 4:10,12-14, 요한복음 1:18, 5:37, 13:10.
40절 “그것들의 형태에서 그것들을 보며 만들라”란 모든 것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네가 산에서 보기 위해 만들어진...”이란 영의 
눈을 가지고 천국에서 보았던...을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는 성막을 위해, 그 안의 탁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아론의 겉옷들을 위해 있게 되는 수집품들을 기술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궤의 건축, 빵을 위한 탁자에 관하여, 그리고 등잔 에 관
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들이 표현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천적이고 영
적인 것들도 표현되고 있다. 주택을 수단으로 천국 자체가 표현되
어졌다. 그 안에 있는 궤를 수단으로 가장 깊은 천국이 표현되고 
있다. 궤 안에 있는 법, 즉 증거판은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탁자 
위 얼굴들의 빵들에 의해 , 그리고 등잔 에 의해 천적인 것들이, 
그리고 아론의 겉옷들에 의해서는 천국들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것들이 표현되었다. 

26
내적 의미 해설

1절. “그리고 너는 주택을 만들 것이다”란 두 번째 또는 중간 천
국을 의미한다. “열 개의 커튼들”이란 이 천국을 있게 한 모든 진
리들을 의미한다.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 그리고 푸른 색, 그리
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주홍색”이란 이런 진리들의 근원
지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룹들과 더불어”란 이 
천국에 지옥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옥에 의해 상함을 받
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 보호 안내하심을 의미한다. “깊이 생각하
는 사람의 일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란 이해함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시편 43:3,4, 46:4, 74:7, 84:1, 132:2,4-7, 에스겔 
37:25-27, 예레미야 30:18, 이사야 54:1-3, 예레미야 4:20, 
10:20,21, 49:28,29, 하박국 3:7, 시편 104:1,2, 이사야 42:5, 
44:24, 45:12, 51:15, 스가랴 12:1, 이사야 40:22, 54:2, 시편 
104:2, 창세기 1:6-8.
2-6절. “한 커튼의 길이는 여덟과 스물 규빗들이다”란 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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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빗들이다. 그리고 한 커튼을 위
한 넓이는 네 규빗들이다. 모든 
커튼들의 칫수는 하나이다.
3 커튼 다섯은 서로 함께 연결될 
것이다.그리고 다섯 커튼들도 서
로 연결될 것이다. 

4 그리고 너는 접합되는 그 말단
에서 한 커튼의 끝머리에 푸른 
색의 고리(loop)들을 만들 것이
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는 두 
번째 접합하는 곳에서 가장 끝의 
커튼의 끝머리에 만들 것이다.
5 오십 고리들을 너는 한 커튼 
안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오십 
고리들을 너는 두 번째 접합하는 
곳에 있는 커튼의 가장 끝에서 
만들 것이다. 고리들은 서로 서로
를 팽팽히 잡는다.
6 그리고 너는 금으로 오십 갈고
리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커튼
들은 고리들에서 서로 서로를 함
께 접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 (채의) 주택일 것이다.

7 그리고 너는 주택의 위쪽 천막
을 위하여 염소의 것(털)로 커튼
들을 만들 것이다. 열 한 개의 커
튼들을 너는 만들 것이다.
8 한 커튼의 길이는 삼십 규빗이
다, 그리고 넓이는 네 규빗으로 
한 커튼을 위하여 이다. 열 한 개
의 커튼들은 한 개의 칫수이다.
9 그리고 너는 다섯 커튼들을 그

터 있는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넓이는 네 규빗들이
다”란 진리가 선과 결혼함을 의미한다. “한 커튼을 위한...”이란 그
러므로 진리들의 각각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모든 커튼들의 칫수
는 하나이다”란 물질(matter)은 똑같은 상태이다를 의미한다.
 “커튼 다섯은 서로 함께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커튼들도 
서로 연결될 것이다”란 진리가 선과, 그리고 선이 진리와 꾸준히 
소통함을 의미한다. “너는 푸른 색의(천으로) 고리(loop)들을 만
들 것이다”란 진리로부터 있는 천적인 사랑을 통하여 결합됨을 
의미한다.
 “접합되는 그 말단에서 한 커튼의 끝머리에”란 이 영역이 저쪽 
영역과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는 두 번째 접
합하는 곳에서 가장 끝의 커튼의 끝머리에 만들 것이다”란 이러
므로 해서 상호적으로를 의미한다.

 “오십 고리들을 너는 한 커튼 안에 만들 것이다”란 영역들의 최
말단들에서 있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십 고리들을 
너는 두 번째 접합하는 곳에 있는 커튼의 가장 끝에서 만들 것이
다”란 똑같은 방식에서 상호적으로를 의미한다. “고리들은 서로 
서로를 팽팽히 잡는다”란 양 측면들에 있는 모두 각각의 방법에
서 결합함을 의미한다.
 “너는 금으로 오십 갈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결합
함은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커튼들은 고리들에
서 서로 서로를 함께 접합할 것이다”란 결합의 방식은 어느 곳에
나 있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한 (채의) 주택일 것이다”
란 이러므로 해서 천국 전체는 함께 하나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5-17, 스가랴 2:1,2, 예레미야 
31:37-39, 이사야 40:12.
7-14절. “그리고 너는 주택의 위쪽 천막을 위하여 염소의 것(털)
로 커튼들을 만들 것이다”란 천국의 외부를 의미하는데, 이는 외
적인 천적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 이다. “열 한 개의 커튼
들을 너는 만들 것이다”란 그것이 있게 하는 모든 진리들을 의미
한다.
 “한 커튼의 길이는 삼십 규빗이다”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가 충
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넓이는 네 규빗이다”란 진리가 선과 결
혼함을 의미한다. “한 커튼을 위하여”이란 그러므로 진리들의 각
각에서를 의미한다. “열 한 개의 커튼들은 한 개의 칫수이다”란 
물질은 똑같은 상태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다섯 커튼들을 그것들 자체로, 그리고 여섯 커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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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자체로, 그리고 여섯 커튼들
을 그것 자체로 함께 접합할 것
이고, 여섯째 커튼은 천막의 얼굴
들에서 덮어 겹치게 할 것이다.
10 그리고 너는 오십 고리들을 
접합하는 가장 끝 한 개의 끝머
리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째 접합하는 커튼 끝머리에 오십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11 그리고 너는 놋쇠로 오십 개
의 갈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
고 갈고리들을 고리 안으로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천막이 하나이
도록 그것을 함께 접합할 것이다. 
12 그리고 천막의 커튼들에서 위
쪽 넘어 있는 것, 위쪽 넘어 있는 
커튼의 절반을 너는 주택의 뒤쪽 
부분을 덮어 남아 돌게 할 것이
다.
13 그리고 천막의 커튼의 길이에
서 위쪽으로 넘어 가는 것은 이
쪽 측면에서 규빗, 다른 쪽 측면
에서 규빗을 주택의 측면들, 이 
측면과 저 측면에서 그것을 덮도
록 남아 돌게 할 것이다.
14 그리고 너는 천막을 위하여 
붉은 숫양의 가죽들로 덮개를 만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오소
리의 가죽들로 덮개를 만들 것이
다.
15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주택
을 위해 두꺼운 널판을 만들어 
세울 것이다.
16 열 규빗이 널판의 길이 일 것
이다, 그리고 한 규빗 그리고 반
은 한 개의 두꺼운 널판의 넓이 
일 것이다.

을 그것들 자체로 함께 접합할 것이다”란 진리가 선과, 선이 진리
와 꾸준히 소통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커튼은 천막의 얼굴들에서 
덮어 겹치게 할 것이다”란 이 천국 속의 모든 것은 거기 맨끝의 
것들과 소통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최말단의 천국 안으로의 유입
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오십 고리들을 접합하는 가장 끝 한 개의 끝머리
에 만들 것이다”란 이쪽 영역이 저쪽 영역과 완전히 결합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접합하는 커튼 끝머리에 오십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같은 방식에서 상호적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놋쇠로 오십 개의 갈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외적 
선을 수단으로 결합은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
고리들을 고리 안으로 가져 올 것이다”란 결합의 방법을 의미한
다. “그리고 천막이 하나이도록 그것을 함께 접합할 것이다”란 천
국의 바깥은 함께 하나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막의 커튼들에서 위쪽 넘어 있는 것”이란 진행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위쪽 넘어 있는 커튼의 절반을 너는 주택의 
뒤쪽 부분을 덮어 남아 돌게 할 것이다”란 이 천국의 최말단으로
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막의 커튼의 길이에서 위쪽으로 넘어 가는 것은 이쪽 
측면에서 규빗, 다른 쪽 측면에서 규빗을 주택의 측면들, 이 측면
과 저 측면에서 그것을 덮도록 남아 돌게 할 것이다”란 천국이 
안전해지게 만들기 위하여 이 최말단에서의 방법은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에 의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천막을 위하여 덮개를 만들 것이다”란 이 천국의 
주변 영역을 의미한다. “붉은 숫양의 가죽으로”란 선으로부터 있
는 외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 오소리의 가죽들로 
덮개를 만들 것이다”란 외적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로부터의 주
변 영역을 의미한다.
15-30절. “그리고 너는 두꺼운 널판들(planks, beams)을 만들 
것이다”란 이 천국을 떠받치는(지탱하게해주는) 선을 의미한다. 
“싯딤목으로”란 그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공적의 
선이다를 의미한다.
 “열 규빗이 널판의 길이 일 것이다”란 이 선은 모든 것 안에 있
는 모두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 규빗 그리고 반 규빗은 한 
개의 두꺼운 널판의 넓이 일 것이다”란 그것을 결합시켜주는 진
리는 충분하다 할 만큼 많다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26 - 435 -
17 두 손들이 거기 한 널판에 있
어, 서로 서로를 결합 시킬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너는 주택의 모
든 널판을 만들 것이다.
18 그리고 너는 주택을 위한 널
판을 만들 것인데, 이십 개의 널
판은 남쪽을 향하는 남쪽의 모퉁
이를 위해서이다.
19 그리고 너는 이십 개의 널판 
아래 은으로 사십 개의 받침들을 
만들 것이다. 널판의 두 손들을 
위해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
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두 손
들을 위해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 있다.
20 그리고 주택의 다른 측면을 
위해, 북쪽의 모퉁이에 이십 개의 
널판이 있을 것이다.
21 그리고 은으로 그것들의 사십 
개의 받침들이 있을 것이다.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다, 
그리고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
침이 있을 것이다.
22 그리고 바다 쪽을 향하는 주
택의 두 다리들을 위하여 너는 
여섯 널판을 만들 것이다.
23 그리고 두 널판을 너는 두 다
리에서 주택의 모퉁이를 위해 만
들 것이다.
24 그리고 그것들은 아래쪽으로부
터 쌍을 이루어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그것들은 그것의 머리에서 
한 고리(ring) 안으로 함께 쌍을 
이루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것은 그것들 둘 다를 위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두 모퉁이에서 

 “두 손들이 거기 한 널판에 있어”란 그것으로부터의 힘을 의미한
다. “서로 서로를 결합 시킬 것이다”란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천
국 안에 있는 이들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너는 주택
의 모든 널판을 만들 것이다”란 어느 곳에서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주택을 위한 널판 이십 개를 만들 것이다”란 모두 
각각의 방법에서 그리고 완전하게 천국을 떠받치는 선을 의미한
다. “남쪽을 향하는 남쪽의 모퉁이를 위해서이다”란 진리가 빛을 
받고 있는 그것의 내면과 가장 깊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십 개의 널판 아래 은으로 사십 개의 받침들을 
만들 것이다”란 진리를 수단으로 떠받침이 충분하다를 의미한다. 
“이십 개의 널판 아래”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있는 선으
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 
있다”란 선과 더불은 그것의 결합을 의미한다. “널판의 두 손들을 
위해”란 그 결과로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두 손들
을 위해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 있다”란 그러므로 해서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의 다른 측면을 위해, 북쪽의 모퉁이에”란 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이 천국의 외면들을 의미한다. “이십 개의 널판이 
있을 것이다”란 모두 각각의 방법에서 완전하게 떠받치는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으로 그것들의 사십 개의 받침들이 있을 것이다”란 진
리를 수단으로 떠받침 역시 충분하다를 의미한다.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다”란 선을 가지고 결합함을 통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개의 널판 아래 두 받침이 있을 것이다”란 어느 곳에
서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다쪽을 향하는 주택의 두 다리들을 위하여”란 선이 희
미함에 있는 천국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너는 여섯 널판을 만들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의 선이 전적으로 있는 곳
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널판을 너는 두 다리에서 주택의 모퉁이를 위해 만
들 것이다”란 거기서 선과 결합함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래쪽으로부터 쌍을 이루어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그것들은 그것의 머리에서 함께 쌍을 이루어 있을 것이다”
란 외면으로부터와 내면으로부터 결합함을 의미한다. “한 고리
(ring) 안으로”란 그러므로 해서 있는 인내력(endurance)을 의미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것들 둘 다를 위해 있을 것이다. 그것
들은 두 모퉁이에서 있을 것이다”란 똑같은 결합이 어느 곳에서
나 있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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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25 그리고 거기에 여덟 널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
침은 은으로, 열 여섯 개의 받침
들이다. 두 받침들이 한 개의 널
판 아래 있다, 그리고 두 받침들
이 한 개의 널판 아래 있다.
26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가로
장(bar)들을 만들 것이다. 다섯이 
주택의 한쪽 측면을 위한 널판이
다.
27 그리고 다섯 가로장들은 주택
의 다른 측면을 위한 널판이다. 
그리고 주택 측면의 널판들을 위
한 다섯 가로장들은 바다를 향하
는 두 다리들에서이다.
28 그리고 널판들의 중간에 있는 
중간 가로장은 가장 끝으로부터 
가장 끝까지를 관통하여 지날 것
이다.
29 그리고 너는 금을 가지고 널
판들을 들씌울 것이다, 그리고 그
것들의 고리들을 금으로, 가로장
들을 위한 집(house)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금으로 가로장들을 
들씌울 것이다.
30 그리고 너는 네가 산에서 보
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 
주택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여덟 널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
은 은이다”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통하여 있는 선을 수단으
로 모두 각각의 방법으로 떠받침을 의미한다. “열 여섯개의 받침
들이다”란 완전한 떠받침을 의미한다. “두 받침들이 한 개의 널판 
아래 있다, 그리고 두 받침들이 한 개의 널판 아래 있다”란 어느 
곳에서나 진리가 선과 결합함을 통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가로장(bar)들을 만들 것이다”란 선으
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다섯이 주택의 한쪽 측면을 
위한 널판이다”란 진리가 빛 가운데 있는 내면들을 향하고 있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섯 가로장들은 주택의 다른 측면을 위한 널판이다”란 
진리가 희미함에 있는 외면들을 향하고 있는 선으로부터 있는 진
리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 측면의 널판들을 위한 다섯 가
로장들은 바다를 향하는 두 다리들에서이다”란 희미함에 있는 선
과 결합함이 있는 이 천국을 향해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의 힘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널판들의 중간에 있는 중간 가로장은 가장 끝으로부터 
가장 끝까지를 관통하여 지날 것이다”란 제일의 능력으로부터 능
력들은 어느 곳에서나 계속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금을 가지고 널판들을 들씌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
들의 고리들을 금으로, 가로장들을 위한 집(house)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금으로 가로장들을 들씌울 것이다”란 선의 표현, 선
으로부터, 선을 통하여 모든 것들은 있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가 산에서 보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 주
택을 세울 것이다”란 선의 상태들 그리고 파생된 진리의 상태들
에 따라 천국의 여러 방면(quarter)들을 향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6, 에스겔 20:46,47, 21:2, 이사야 58:10, 
16:3, 예레미야 6:4, 아모스 8:9, 시편 91:5,6, 이사야 21:1, 다니
엘 8:8-10, 계시록 7:1, 20:8, 마태복음 24:31, 에스겔 37:9, 이
사야 40:21, 시편 82:5, 18:7, 이사야 24:18, 시편 18:15, 계시록 
21:14-20, 이사야 54:11, 30:31,32, 예레미야 51:26, 욥기 
38:4-7, 이사야 9:14, 19:15, 15:2, 예레미야 2:36,37, 14:3, 사
무엘하 13:19, 미가 5:5,6, 예레미야 12:12, 시편 19:6, 마가복음 
13:27, 이사야 45:22, 시편 65:5, 이사야 49:6, 62:11, 예레미야 
25:31, 이사야 42:10, 43:6, 에스겔 43:1-6,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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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리고 너는 푸른 색,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
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베일(veil)을 만들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thinker)의 일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거룹들을 가
지고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갈고리 아래 베일을 수여할 것이
다.
32 그리고 너는 그것을 금으로 
들씌운 싯딤의 네 기둥들에 수여
할 것이다, 그리고 은의 네 받침 
위에 금으로 된 그것들의 갈고리
들(에 수여할 것이다).
33 그리고 너는 갈고리들 아래 
베일을 수여할 것이다, 그리고 베
일 안쪽으로부터 저쪽에 증거판
의 궤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베일은 너를 위하여 거룩함과 거
룩함들 중의 거룩함 사이를 나눌 
것이다.

34 그리고 너는 거룩함들 중의 
거룩함에 있는 증거판의 궤 위에 
자비석을 수여할 것이다.
35 그리고 너는 베일 바깥쪽에 
탁자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등잔

는 남쪽을 향한 주택의 측면에 
탁자의 맞은편 넘어(에 둘 것이
다). 그리고 너는 북쪽의 측면에 
탁자를 수여할 것이다.
36 그리고 너는 천막의 문을 위
한 덮개를 푸른 색, 그리고 심홍
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31-33절. “그리고 너는 베일(veil)을 만들 것이다”란 이 천국과 
가장 깊은 천국을 하나되게 하는 중개하는 것, 그러므로 천적 선
을 가진 영적 선을 의미한다. “푸른 색,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
들인 진홍색, 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란 사랑의 선들과 믿
음의 선들이 합쳐짐을 의미한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thinker)의 
일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란 이해함을 의미한다. “거
룹들을 가지고”란 그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보호 안내하심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싯딤의 네 기둥들에 수여할 것이다”란 주님 
만에 속하는 공적의 선이 합쳐짐 그리고 떠받쳐 줌을 의미한다. 
“금으로 들씌운”이란 거기서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의 
네 받침 위에”란 진리를 수단으로 결합함으로부터의 힘을 의미한
다. “금으로 된 그것들의 갈고리들”이란 선을 수단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갈고리들 아래 베일을 수여할 것이다”란 결합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결과 현실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베일 안
쪽으로부터 저쪽에 증거판의 궤를 가져 올 것이다”란 이 매체 수
단 내부에 가장 깊은 천국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베일은 
너를 위하여 거룩함과 거룩함들 중의 거룩함 사이를 나눌 것이
다”란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주님에 한 믿음으로부
터의 선인 영적인 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의 선과 서로
간의 사랑으로부터의 선인 천적인 선 사이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5:2,3, 욥기 9:6, 계시록 3:12, 다니엘 9:24, 
계시록 15:4. 
34-37절. “그리고 너는 거룩함들 중의 거룩함에 있는 증거판의 
궤 위에 자비의 자리를 수여할 것이다”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사
랑의 선으로부터의 예배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베일 바깥쪽에 탁자를 놓을 것이다”란 사랑에 속하
는 천적인 것들을 통하여 유입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등잔

는 남쪽을 향한 주택의 측면에 탁자의 맞은편 넘어(에 둘 것이
다)”란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진행
되는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영적 왕국을 밝게 비추어 줌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북쪽의 측면에 탁자를 수여할 것이다”란 희미
함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천막의 문을 위한 덮개를 만들 것이다”란 두 번째, 
또는 중간 천국과 첫 번째 또는 최말단 천국과 하나되게 하는 중
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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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 
수놓는 사람(embroiderer)의 일
로 만들 것이다,
37 그리고 너는 덮개를 위해 싯
딤으로 다섯 기둥들을 만들고, 금
으로 그것들을 들씌울 것이다. 그
리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금으
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것들을 위해 놋쇠로 다섯 받침들
을 주조할 것이다.

27

1 그리고 너는 싯딤목으로 제단
을 만들 것인데, 길이가 다섯 규
빗, 넓이는 다섯 규빗이다. 제단
은 정사각형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의 높이는 세 규빗이다.
2 그리고 너는 그것의 네 모퉁이 
위에 그것의 뿔들을 만들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의 뿔들이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놋쇠로 
그것을 들씌울 것이다.
3 그리고 너는 그것의 재들을 가
져 가기 위해 그것의 냄비(pan)
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들인 진홍색, 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란 선행의 선으로부
터와 믿음의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수놓는 사람(embroiderer)
의 일로”란 기억적 지식 속의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덮개를 위해 싯딤으로 다섯 기둥들을 만들것이다”
란 하나되게 하는 중개하는 것을 떠받침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속하는 공적의 선을 통하여 아주 충분하다를 의미한다. “금으로 
그것들을 들씌울 것이다”란 선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
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 것이다”란 선을 통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위해 놋쇠로 다섯 받침
들을 주조할 것이다”란 외적 선으로부터 있는 힘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2,13, 21:23, 에스겔 27:7,16,24, 26:16, 
16:10,13,16,18, 17:3, 시편 45:13,4, 사사기 5:30.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는 두 번째 또는 중간 천국(the second or middle 
heaven)이 주택과 천막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 안에 있는 천적이
고 영적인 것들이 주택과 천막을 건축한 재료들에 의해 표현되어
졌다. 그리고 이후 이 천국과 가장 깊은 천국을 하나로 하는 중개 
천국(the Intermediate)이 주택과 증거판의 궤 사이에 있는 베일
로 표현되었다.

27
내적 의미 해설

1-8절. “그리고 너는 제단을 만들 것이다”란 주님을 표현함, 그
리고 그분을 예베함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싯딤목으로”란 정의를 
의미한다. “길이가 다섯 규빗, 넓이는 다섯 규빗이다”란 동등하게 
선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를 의미한다. “제단은 정사각형일 
것이다”란 그런고로 해서 있는 의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것의 높이는 세 규빗이다”란 등차들에서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뿔들을 만들 것이다”란 권능을 의미한다. 
“그것의 네 모퉁이 위에”란 완전한 권능을 의미한다. “그것으로부
터 그것의 뿔들이 있을 것이다”란 권능은 선으로부터 있을 것이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놋쇠로 그것을 들씌울 것이다”란 선
이 표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재들을 가져 가기 위해 그것의 냄비(pan)
들을 만들 것이다”란 사용 후 제거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삽들, 그리고 그것의 물동이들, 그리고 그것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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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들, 그리고 그것의 물동이들, 
그리고 그것의 고기 걸이들, 그리
고 그것의 불-부젖가락들(을 만
들 것이다). 그것의 모든 집기들
을 너는 놋쇠로 만들 것이다.
4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놋
쇠로 창살의 그물 세공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물 위 그
것의 맨끝들에 놋쇠로 네 고리들
을 만들 것이다.
5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아래쪽 제
단의 둘레 밑에 수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물은 제단의 중간 까지
에서 있을 것이다.
6 그리고 너는 제단을 위해 장
를 만들 것인데, 장 는 싯딤목으
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놋쇠로 들씌울 것이다.
7 그리고 그것의 장 는 고리들 
안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장 는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 제단의 두 
측면에 있을 것이다.
8 너는 그것을 판자(board)로 속
이 비게 만들 것이다. 네가 산에
서 보기 위해 만들어졌던 로, 
그와 같이 그들은 그것을 만들 
것이다.

9 그리고 너는 남향의 남쪽의 모
퉁이에서 주택의 뜰을 만들 것이
다. 뜰을 위한 벽걸이 천은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일 것이고, 한쪽 
모퉁이에서 길이는 백 규빗이다. 

기 걸이들, 그리고 그것의 불-부젖가락들”이란 모두 각각의 사용
을 위해 섬김 속에 있으면서 담고 있는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의 모든 집기들을 너는 놋쇠로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창살의 그물 세공을 만들 것이다”란 
최말단인 곳, 즉 감각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놋쇠로”란 선으로
부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물 위 놋쇠로 네 고리
들을 만들 것이다”란 결합함이 있게 하는 선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것의 맨끝들에서”란 어느 곳에서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아래쪽 제단의 둘레 밑에 수여할 것이다”란 
이것은 최말단들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물은 제단의 
중간 까지에서 있을 것이다”란 감각적인 것의 팽창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제단을 위해 장 를 만들 것인데”란 선의 상태 안
에 간직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장 는 싯딤목으로 만들 것이다”
란 정의의 선, 그 결과로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
을 놋쇠로 들씌울 것이다”란 선이 표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장 는 고리들 안에 놓일 것이다”란 신성한 선의 
영역으로부터의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 는 제단의 두 측면
에 있을 것이다”란 진리를 통한 선의 권능,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통한 권능을 의미한다.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란 도래함과 생존
함을 의미한다.
 “너는 그것을 판자(board)로 속이 비게 만들 것이다”란 응용함을 
의미한다. “네가 산에서 보기 위해 만들어졌던 로, 그와 같이 
그들은 그것을 만들 것이다”란 천국에서 신성한 것들의 상응으로
부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2:19,21, 마태복음 23:16-22, 시편 43:3,4, 
26:6, 이사야 60:7, 예레미야 애가 2:7, 에스겔 6:4,5, 이사야 
27:9, 17:7,8, 호세아 8:11, 10:8, 이사야 19:19, 63:1-8, 
59:16,17, 51:5, 41:2, 46:13, 61:10, 시편 71:15,16,18,19,24, 
예레미야 23:5,6, 33:15,16, 다니엘 9:24, 레위기 6:9-13, 이사
야 46:3,4.
9-19절. “그리고 너는 주택의 뜰을 만들 것이다”란 최말단의 천
국을 의미한다. “남향의 남쪽의 모퉁이에서”란 진리의 빛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뜰을 위한 벽걸이 천(hanging)”이란 이 천국의 진
리들을 의미한다.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일 것이다”란 이해함으로
부터를 의미한다, “길이는 백 규빗이다”이란 주님으로부터의 선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한쪽 모퉁이에서”란 진리들이 빛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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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은 이십 
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
침들은 이십 개이고 놋쇠로 (일 
것이다).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
것들의 가는 띠(fillet)들은 은으
로 일 것이다.
11 그리고 그와 같이 길이로 북
쪽의 모퉁이에서, 벽걸이 천은 길
이로 백 규빗이다, 그리고 거기의 
기둥들은 이십 개이다, 그리고 그
들의 받침들은 이십 개로 놋쇠이
다.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가는 띠
들은 은으로 이다.
12 그리고 바다쪽의 모퉁이에서 
뜰의 넓이는 오십 규빗의 벽걸이 
천이다. 그들의 기둥들은 열 개
다,
13 그리고 그리고 동쪽의 동쪽 
모퉁이에서 뜰의 넓이는 오십 규
빗이다.
14 그리고 이쪽 날개를 위한 벽
걸이 천은 열 다섯 규빗일 것이
다. 그것의 기둥들은 세 개다, 그
리고 그것의 받침은 세 개다.
15 그리고 다른 날개를 위하여 
벽걸이 천은 열 다섯 규빗일 것
이다, 그것의 기둥들은 세 개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은 세 개다.
16 그리고 뜰의 문을 위한 덮개
는 이십 규빗이고, 푸른 색, 그리
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 수놓는 사람의 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의 기둥들은 넷이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은 넷이다.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은 이십 개일 것이다”란 진리의 선이 충분
하게 떠받쳐주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들은 이
십 개이고 놋쇠로”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도 역시 충분히 떠받쳐 
주고 있다를 의미한다.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가는 띠
(fillet)들은 은으로 일 것이다”란 진리를 수단으로 결합하는 방식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길이로 북쪽의 모퉁이에서”란 진리의 선이 희
미함 안에 있는 곳을 의미한다. “벽걸이 천은 길이로 백 규빗이
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들이 가득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
의 기둥들은 이십 개다”란 진리의 선들이 충분히 떠받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받침들은 이십 개로 놋쇠이다”란 선
으로부터의 진리들 역시 충분히 떠받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둥
들의 갈고리들과 가는 띠들은 은으로”란 진리를 수단으로 결합하
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다쪽의 모퉁이에서 뜰의 넓이”란 기억된 진리들에 관
련하여 있는 이 천국의 상태를 의미한다. “오십 규빗의 벽걸이 천
이다”란 사용을 위한 진리는 충분하다를 의미한다. “그들의 기둥
들은 열 개, 그리고 그들의 받침들은 열 개다”란 떠받쳐주는 선과 
파생된 진리들 역시 사용을 위해 가득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쪽의 동쪽 모퉁이에서 뜰의 넓이”란 선이 있는 이 천
국 속의 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오십 규빗이다”란 사용을 위해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쪽 날개를 위한 벽걸이 천은 열 다섯 규빗”이란 빛 안
에 있는 진리는 충분할 만큼 많다를 의미한다. “그것의 기둥들은 
세 개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은 세 개다”란 선들과 파생된 진리들
이 충분하게 떠받쳐 주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날개를 위하여 벽걸이 천은 열 다섯 규빗일 것이
다. 그것의 기둥들은 세 개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은 세 개다”
란 진리들이 희미한 안에 있는 곳도 이와 유사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뜰의 문을 위한 덮개”란 이 천국 안으로 받아들임, 그리
고 준비된 자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안내하심을 
의미한다. “이십 규빗이다”란 가득 함에...를 의미한다.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리고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란 선행의 선들과 믿음의 선들을 의미한다. “수놓는 
사람의 일”이란 기억적 지식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기둥들은 넷이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은 넷이다”란 결합을 떠받
치는 선들과 파생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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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빙돌아 있는 뜰의 모든 기둥
들은 은으로 된 가는 띠로 띠맬 
것이다.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은 놋쇠 일 
것이다.
18 뜰의 길이는 백 규빗, 그리고 
넓이는 오십에 오십, 높이는 다섯 
규빗으로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
로,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은 놋쇠
이다.
19 그리고 그것의 모든 섬김에서 
있게 되는 주택의 모든 집기들에 
관하여, 그리고 모든 말뚝들, 그
리고 뜰의 모든 말뚝들은 놋쇠로 
만들 것이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은 너에게 두드려 (찧은) 순수
한 올리브 기름을 발광체를 위해 
가져오게 해서 등이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게 할 것이다.

21 증거궤 넘어 있는 베일 밖, 
만남의 천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은 저녁으로부터 아침 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배열할
(order)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더불은 그들의 세 들
을 위한 시 의 규례이다.

 “빙돌아 있는 뜰의 모든 기둥들”이란 천국을 떠받치는 모든 선을 
의미한다. “은으로 된 가는 띠로 띠맬 것이다. 그것들의 갈고리들
은 은”이란 진리를 수단으로 하는 결합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들의 받침은 놋쇠”란 선을 수단으로 하는 결합의 방식을 
의미한다.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란 이 천국 속의 선은 가득 차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넓이는 오십에 오십”이란 진리는 충분할 만큼 
많다를 의미한다. “높이는 다섯 규빗”이란 선과 진리의 등차 역시 
충분한 만큼 많다를 의미한다.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란 이해함
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은 놋쇠이다”란 선을 
수단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섬김에서 있게 되는 주택의 모든 집기들에 
관하여”란 외적 인간에 속하는 기억된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말뚝들, 그리고 뜰의 모든 말뚝들은 놋쇠로 
만들 것이다”란 선을 수단으로 해서 중간 천국과 최말단 천국 각 
천국을 결합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0:3-5, 43:5-7, 시편 65:4, 84:10, 96:8, 
135:1,2, 이사야 62:9 계시록 11:1,2, 시편 24:1,2, 74:13-15, 
하박국 3:15, 스가랴 14:8, 호세아 11:10,11, 에스겔 26:16,17, 
예레미야 51:42,43, 계시록 18:17-21, 예레미야 31:35, 이사야 
50:2, 19:5,6, 11:9, 계시록 8:8,9, 16:3, 13:1, 창세기 49:13, 신
명기 33:19, 마태복음 18:6, 이사야 54:2, 33:20.
20-21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할 것이다”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은 너에게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두드려(찧은) 순수한”이란 결과적
으로 진짜이고 맑은...을 의미한다. “발광체를 위해”란 영적 천국을 
의미한다. “등이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게 할 것이다”란 그 결과 있
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의 지혜와 
진리의 총명을 의미한다. “만남의 천막에서”란 주님의 현존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증거궤 넘어 있는 베일 밖”이란 소통이 있는 곳, 하나되게 하는 
중개하는 것을 통하여 가장 깊은 천국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결합함을 의미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배열할 것이
다”란 주님으로부터 항구적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호와 
앞에서 저녁으로부터 아침 까지”란 모든 상태, 그리고 각각의 상
태에서 계속적으로...를 의미한다. “시 의 규례”란 신성한 질서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더불은 그들의 세 들을 위한”이
란 영적 왕국에서 영원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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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그리고 너는 네 형제 아론, 그
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한 가운데로
부터 너에게 가까이 이끌어 내서, 
그가 나에게 성직자의 직능 안에
서 섬기게 하라, (이들은) 아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2 그리고 너는 네 형제 아론을 
위해, 영광(glory)을 위해 그리고 
잘생김(comeliness)을 위해 거룩
함의 의복들을 만들 것이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주
님을 예배함이다. 이 예배가 “제단”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리고 
제단에 연관되는 모든 것들에 의해 일반적 측면에서(의 이 예배
가) 묘사되고 있다.
 그 후에 취급된 주제는 최말단의 천국이고, 이 천국은 “뜰”로 묘
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취급한 주제는 선행의 선이고, 선행의 선을 통하여 
영적 천국은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 주님에 의해 조명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올리브의 기름”과 “발광체(조명등)”을 수단으로 의
미되었다.

28
내적 의미 해설

1,2절. “그리고 너는 네 형제 아론을 너에게 가까이 이끌어 내라”
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 결합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란 신성한 선
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한 가운데로부터”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를 의미한다. “그
가 나에게 성직자의 직능 안에서 섬기게 하라”란 주님을 표현함
을 의미한다. “아론”이란 신성한 천적인 것에 관련되는...을 의미
한다. “나답과 아비후”란 거기서 파생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에 관
련하여...를 의미한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신성한 자연적인 
것에 관련하여...를 의미한다. “아론의 아들들”이란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형제 아론을 위해 거룩함의 의복들을 만들 것
이다”란 천적 왕국에 접합된 영적 왕국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영
광(glory)을 위해 그리고 잘생김(comeliness)을 위해”란 천적 왕
국에 접합된 영적 왕국에 있는 것 같이 신성한 진리가 내적 형체
에서, 외적 형체에서 나타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15:9,10,12, 118:2,3, 135:19, 105:26, 
133:1,2, 출애굽기 32:4,5,25, 신명기 9:20, 요한복음 12:34-36, 
누가복음 6:22, 17:22,23,  18:8, 마태복음 24:27,30, 26:64, 누
가복음 22:69, 계시록 14:14, 다니엘 7:13, 요한복음 5:27, 마태
복음 13:37,38, 요한복음 3:13, 마태복음 8:20, 요한복음 14:6, 
예레미야 49:18,33, 51:43, 이사야 51:12, 시편 146:3,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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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너는 심정에서 슬기로
운 모두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을 
나는 지혜의 영으로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신성하게 하여, 그가 
성직자의 직능에서 나를 섬기도
록 할 것이다.
4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다. 가슴받이, 그리고 에
봇(ephod), 그리고 도포(길고 품
이 넓은 겉옷, robe), 그리고 바
둑판 무늬의 작업으로 된 튜닉
(tunic, 짧은 오버스커트), 관
(miter), 그리고 벨트(belt, 혁 )
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의 의
복들을 네 형제 아론을 위해, 그
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만들 
것이고, 그는 성직자의 직능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110:1-7, 이사야 61:6, 계시록 1:6, 5:10, 예레미야 2:26, 4:9, 
8:1, 마태복음 1:21, 계시록 3:4,5, 19:11,14, 4:4, 예레미야 애가 
2:1, 이사야 46:13, 63:15, 다니엘 8:9, 11:16,41.
3,4절. “그리고 너는 심정에서 슬기로운 모두에게 말할 것이다”란 
사랑의 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유입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들을 나는 지혜의 영으로 채울 것이다”란 그
들 안에 신성한 진리가 새겨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
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 것이다”란 이들을 통하여 영적 왕국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를 신성하게 하여”란 그것에 의해서 이 영적 
왕국 안에서 신성한 진리의 표현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가 성직
자의 직능에서 나를 섬기도록”이란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다”란 그들의 질서에서 
영적 왕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가슴받이”은 신성
한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에봇
(ephod)”이란 내적인 것들이 중단된 외적 형체에 있는 신성한 진
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포(길고 품이 넓은 겉옷, robe)”란 내
적 형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둑판 무늬의 
작업으로 된 튜닉(tunic, 짧은 오버스커트)”이란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아주 깊게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관(miter)”이란 총명과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벨트
(belt, 혁 )”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쳐다보기 위하여 있
는 일반적인 결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의 의복들을 
네 형제 아론을 위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 만들 것이다”란 
그것에 의해서 천적 왕국에 접합된 영적 왕국이 표현된다를 의미
한다. “그는 성직자의 직능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란 주님을 표현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5:37, 에스겔 18:31, 36:26, 스가랴 12:1, 
시편 51:10-12,17, 78:8, 신명기 2:30, 에스겔 21:7, 이사야 
42:5, 26:9, 33:11, 에스겔 13:3, 20:32, 말라기 2:15, 시편 32:2, 
마태복음 5:3, 26:41, 시편 104:29,30, 143:7, 요기 17:1, 누가복
음 8:54,55, 예레미야 10:14, 51:17, 에스겔 37:1,5,9,10, 계시록 
11:7,11, 요한복음 4:23,24, 다니엘 5:12,14, 누가복음 1:80, 
2:40, 3:34, 3:5,6, 6:63, 이사야 31:3, 요한복음 6:63, 7:37-39, 
창세기 2:7, 시편 18:15, 욥기 4:9, 시편 33:6, 요한복음 
1:1,3,14, 이사야 11:1,2, 42:1, 61:1, 32:15,16, 에스겔 
37:13,14, 39:29, 요엘 2:28,29, 미가 3:8, 스가랴 6:8, 이사야 
44:3, 28:5,6, 63:9-11,14, 계시록 19:10, 시편 104:4, 마태복음 
3:11, 누가복음 11:13, 계시록 4:5, 5:6, 요한복음 14:16-18,26, 
15:26,27, 16:7, 마태복음 12:31,32, 28:19, 요한복음 1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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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그들은 금, 그리고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리고 고운 아마
포를 취할 것이다.
6 그리고 그들은 에봇을 금으로, 
그리고 푸른 색과 심홍색으로, 그
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
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깊이 생
각하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7 그것은 그것의 두 맨끝들에서 
접합된 두 어깨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접합되어 질 
것이다.
8 그리고 그의 에봇의 허리띠, 그
것에 있는데, 그것의 일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그것
은) 금으로, 푸른색과 심홍색, 그
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
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만들 것
이다).
9 그리고 너는 두 개의 호마노 
돌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들을 새겨라.
10 돌 하나에 그들의 이름들 여
섯을, 그리고 다른 돌 하나에 남
은 그들의 이름들 여섯을 그들의 
세 들에 따라 (새겨라)
11 돌 세공자의 일을 가지고, 도
장을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두 돌들에 

17:17,19, 호세아 3:4, 사무엘 상 15:27,28, 사무엘하 18:3,4, 에
스겔 26:16, 마태복음 23:5, 출애굽기 39:27, 예레미야 13:1-10, 
이사야 11:1,5, 계시록 15:6, 열왕기하 1:8, 마태복음 3:4, 에스겔 
23:14-16.
5-8절 “그리고 그들은 금을 취할 것이다”란 보편적으로 군림하는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
들인 진홍색, 그리고 고운 아마포”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
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에봇을 금으로, 그리고 푸른 색과 심홍색으로,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만들 것
이다”란 이 선으로부터 있는 영적 왕국의 외부를 의미한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란 이해함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은 그것의 두 맨끝들에서 접합된 두 어깨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접합되어 질 것이다”란 모든 노력과 힘을 가
지고 모든 측면들에서 그리고 영원히 선과 진리의 완전한 결합을 
수단으로 보존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에봇의 허리띠, 그것에 있는데”란 외부를 함께 묶
음을 의미한다. “그것의 일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란 영적 왕국의 외부와 같은 것, 그리고 이 왕국으로부터 계속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금으로, 푸른색과 심홍색으로, 그리
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란 외적인 
것들에 있는 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9:3, 에스겔 29:6,7, 스가랴 7:11, 시편 
21:11,12, 이사야 49:22.
9-14절. “그리고 너는 두 개의 호마노 돌들을 가져오라”란 사랑
으로부터 있는 믿음 속의 진리들로부터 있는 내면의 기억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새겨
라”란 그들의 모든 품질에 관련되는 영적 왕국의 선들과 진리들
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돌 하나에 그들의 이름들 여섯을”이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의 전체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돌 하나에 남은 그들의 
이름들 여섯”이란 선을 있게 하는 진리들의 전체 품질을 의미한
다. “그들의 세 들에 따라”란 이쪽이 산출하고 다른쪽에서 생겨
나는 질서에서 있는 각각을 의미한다.
 “돌 세공자의 일을 가지고, 도장을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두 돌들에 새겨라”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기억 안에서 그것들의 질서에서 있는 모든 진리들의 천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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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라. 너는 그것들을 금을 박아 
끼워 에워싸게 만들 것이다.

12 그리고 너는 두 돌을 에봇의 
어깨들 위에 놓을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억
함의 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기억함을 위해 그의 두 
어깨들 위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
의 이름들을 메고 있을 것이다.
13 그리고 너는 금을 박아 끼울 
것이다.
14 그리고 두 사슬들을 금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그
것들의 테두리로부터 새끼꼬는 
일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꼬아 만든 사슬을 박아끼운 
것들에 놓을 것이다.

15 그리고 너는 판단의 가슴받이
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에봇의 일 
처럼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금으로, 푸른 색과 
심홍색으로,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
로 만들 것이다.
16 정사각형이 그것일 것이고 두 
겹이다. 그것의 길이는 한 뼘, 그
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뼘이다.
17 그리고 너는 그것을 돌을 채
움으로 채울 것이다, 돌은 네 줄
이다. (첫)줄은 홍옥(ruby), 황옥

인 형체, 즉 의지를 수단으로 질서에 있는 그것들의 배열에 따라 
거듭남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지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너는 그
것들을 금을 박아 끼워 에워싸서 만들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도
래하고 생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두 돌을 에봇의 어깨들 위에 놓을 것이다”란 선과 
진리는 모든 노력과 힘을 동원해 보존된다를 의미한다. “이는 이
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억함의 돌들이 될 것이다”란 영적 왕
국을 위해 자비로부터 영원히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기억함
을 위해 그의 두 어깨들 위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들을 메
고 있을 것이다”란 자비로부터 영원히 선과 진리의 신성한 보존
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금을 박아 끼울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도래하고 생
존함은 계속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사슬들을 금으로”란 전체 왕국의 선과 서로 엉겨 붙
음을 의미한다. “너는 그것들을 그것들의 테두리로부터 만들 것이
다”란 유입이 있는 맨끝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새끼꼬는 일을 가
지고”란 결합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꼬아 만든 사슬을 
박아끼운 것들에 놓을 것이다”란 진리들이 먼저 있고, 이 진리가 
선과 결합하는 방법에서 영적 왕국은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 보
존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9:15,16, 시편 98:2,3, 136:23, 25:7, 
106:45, 111:4,5, 79:8, 누가복음 1:54,72, 시편 8:4, 106:4, 
115:12, 사무엘하 1:11, 이사야 40:19, 5:18, 33:20,23, 예레미야 
10:20, 호세아 11:4, 에스겔 27:23,24.
15-30절. “그리고 너는 판단의 가슴받이를 만들 것이다”란 신성
한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신성한 진리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란 지적인 부분으로부터를 의
미한다. “에봇의 일 처럼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란 영적 왕국
의 외부와 더불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그것을 금으로, 
푸른 색과 심홍색으로,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과 꼬아 만든 
고운 아마포로 만들 것이다”란 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
터의 선을 의미한다.
 “정사각형이 그것일 것이고 두 겹이다”란 정의인 것 그리고 완전
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길이는 한 뼘,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뼘이다”란 선에 관하여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 모두 동등하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돌을 채움으로 채울 것이다”란 하나의 선으
로부터 그것들의 질서에서 있는 진리들 자체를 의미한다. “돌은 
네 줄이다”란 모든 것의 결합을 의미한다. “홍옥(ruby), 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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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az), 그리고 석류석
(carbundcle)이고, (이것이) 한 
줄(이다).
18 그리고 둘째 줄은 녹옥수
(chrysoprase), 청옥(sapphire), 
그리고 금강석(diamond).
19 그리고 셋째 줄은 호박
(cyanus, jacinth, ligure, lazure), 
마노(agate), 그리고 자수정
(ametyst).
20 그리고 넷째 줄은 녹주석
(tarshish, beryl), 그리고 호마노
(onyx), 그리고 벽옥(jasper)이
다. 그들은 그것들을 채우고 금으
로 둘러쌀 것이다.
21 그리고 돌들은 이스라엘의 아
들들의 이름에, 열 둘, 그들의 이
름들에 있을 것이다. 도장을 새기
는 방식으로, 그의 이름 위에 모
든 이 각각을 위해 그것들은 열 
두 지파들로 있을 것이다.

22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에 새끼
꼬는 방식으로 금으로 사슬을 만
들어 테두리를 놓아라.
23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에 금으
로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그
리고 두 고리들은 가슴받이의 두 
맨 끝에 놓을 것이다.
24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의 맨끝
에서 두 고리들에 새끼꼰 두 금 
사슬을 놓을 것이다. 
25 그리고 두 사슬들의 두 맨끝
을 너는 두 박아끼는 것(구멍)들
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의 얼굴들에 마주 보게 에봇

(topaz), 그리고 석류석(carbundcle)”이란 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한 줄”이란 이 세 개는 하나와 같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둘째 줄”이란 이 세 개 역시 하나와 같다를 의미한다. 
“녹옥수(chrysoprase), 청옥(sapphire), 그리고 금강석(diamond)”
이란 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줄”이란 이 세 개 역시 하나이다를 의미한다. “청
금석(cyanus, jacinth, ligure, lazure, lapis lazuli), 마노(agate), 
그리고 자수정(ametyst)”이란 선으로부터의 영적인 사랑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넷째 줄”이란 이 마지막 세 개 역시 하나로서 있다를 의
미한다. “녹주석(tarshish, beryl), 그리고 호마노(onyx), 그리고 
벽옥(jasper)”이란 진리로부터의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들
은 그것들을 채우고 금으로 둘러쌀 것이다”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속에 
있는 선으로부터 주님에게로 진행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에 있을 것이다”란 모
두 각각의 품질에 관련하여 서로 서로 구분되게 있는 선들과 진
리들을 의미한다. 열 둘, 그들의 이름들 위에...“란 복합적인 것 
안에 있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도장을 새기는 방
식으로”란 천국적인 형체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의 이름 위에 
모든 이 각각을 위해”란 세부적인 측면에서 각각을 의미한다. “그
것들은 열 두 지파들로 있을 것이다”란 일반적 측면인 모두를 의
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 위에 사슬을 테두리에 놓아라”란 맨끝들
에서 전체 천국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새끼꼬는 일로”란 파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순금을 가지고”란 천적인 선을 통하여를 의
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에 금으로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결
합이 있게 하는 천국의 더 높은 부분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의 영
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고리들은 가슴받이의 두 맨 끝에 놓을 
것이다”란 맨끝들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슴받이의 맨끝에서 두 고리들에 새끼꼰 두 금 
사슬을 놓을 것이다”란 파기할 수 없는 결합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사슬들의 두 맨끝을 너는 두 개의 박아끼는 것(구
멍)들에 놓을 것이다”란 맨끝들에서 떠받침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들에 놓을 것이다”란 이
런 방법에서 천국은 지탱하고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 거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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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깨들에 놓을 것이다.
26 그리고 너는 금으로 두 고리
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가슴받이의 두 맨끝들
에, 에봇 안쪽의 측면을 향하여 
있는 그것의 가장자리에 놓을 것
이다.
27 그리고 너는 금으로 두 고리
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을 에봇의 두 어깨들 아래쪽, 그
것의 얼굴들을 마주 보게, 그것이 
접합하는 반 쪽, 에봇의 허리띠 
위에 놓을 것이다.
28 그리고 그들은 가슴받이를 그
것의 고리들을 수단으로 푸른 색
의 실을 가지고 에봇의 고리들에 
매어서, 그것이 에봇의 허리띠에 
있도록 하고, 가슴받이가 에봇에
서 철회되지(withdraw) 않게 할 
것이다.
29 그리고 아론은 그가 거룩함 
안으로 갈 때, 여호와 앞에서 계
속적으로 기억함을 위하여 그의 
가슴에 판단의 가슴받이에서 이
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운
반할 것이다.

30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단의 가슴받이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가 여호와 앞
에 들어 갈 때, 아론의 가슴에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판단을 운
반할 것이다.

선과 진리는 보존된다를 의미한다. “그것의 얼굴에 마주 보게”란 
영원하게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금으로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신성한 선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가슴받이의 두 맨끝들에 
놓을 것이다”란 맨끝에서를 의미한다. “에봇 안쪽의 측면을 향하
여 있는 그것의 가장자리에”란 중간 부분의 결합과 보존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금으로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신성한 선의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봇의 두 어깨들 아래쪽...놓
을 것이다”란 천국의 보다 낮은 부분에서 있는 선과 진리의 보존
을 의미한다. “그것의 얼굴들을 마주 보게”란 영원하게를 의미한
다. “그것이 접합하는 반 쪽, 에봇의 허리띠 위에”란 바깥쪽의 
묶음 안쪽에서 아주 가까웁게 모든 것들의 결합이 있고, 이를 수
단으로 거기서 모든 것들은 연결과 형체를 갖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받이를 그것의 고리들을 수단으로...에봇의 
고리들에 맬 것이다”란 영적 왕국의 외부들에 있는 신성한 선의 
영역을 이용해서 천국 속의 모든 것들을 결합하고 보존함을 의미
한다. “푸른 색의 실을 가지고”란 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에 의
하여를 의미한다. “그것이 에봇의 허리띠에 있도록 하고”란 천국의 
모든 것들은 영적 왕국의 외부들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를 의미한
다. “가슴받이가 에봇에서 철회되지(withdraw) 않게 할 것이다”란 
그것은 연결과 형체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운반할 것이다”
란 선과 진리는 그것들의 모든 품질에서 주님에 의해 보존됨을 
의미한다. “판단의 가슴받이에서”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빛
을 내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하여 천국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
의 가슴에”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영원으로...를 의미한다. “그가 
거룩함 안으로 들어 갈 때”란 모든 예배 안에서를 의미한다. “여
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억함을 위하여”란 자비로부터 영원하
게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단의 가슴받이에 놓을 것이다”란 
최말단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빛을 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란 모든 예배에서
를 의미한다. “아론의 가슴에 있을 것이다”란 그분의 신성한 사랑
의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판단을 운반할 것이다”란 천국의 신성한 진리와 교회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여호와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가슴에”란 선
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빛을 발함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28- 448 -

31 그리고 너는 푸른 색으로 에
봇 모두의 도포를 만들 것이다.
32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그것의 머리의 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의 입을 위해 빙둘러 입술이 
있을 것이고, (베)짜는 사람의 일
로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치 
그것은 쇠미늘 갑옷의 입 같게 
할 것이다.
33 그리고 그것의 (옷)자락에 너
는 푸른 색으로, 심홍색으로, 그
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으로 
그것의 자락에 빙둘러 석류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빙둘러 그들 
한가운데에 금으로 된 방울들(을 
달 것이다).

34 한 개의 금 방울과 한 개의 
석류, 한 개의 금방울과 한 개의 
석류(를), 빙둘러 도포의 자락에 
(수놓을 것이다).
35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섬
기기 위해 아론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 거룩함 
안에 들어 갈 때, 그리고 그가 나
갈 때, 그가 죽지 않도록, 그것으

 참조 성서. 이사야 5:7, 16:5, 28:5,6, 33:5, 40:13,14, 예레미야 
8:7,8, 호세아 2:19,20, 아모스 5:24, 6:12, 스바냐 3:5, 신명기 
32:4, 시편 36:5,6, 37:6, 119:149, 누가복음 11:42, 이사야 
5:16, 9:7, 16:3, 예레미야 23:5, 33:15, 에스겔 18:5,9, 스바냐 
2:3, 이사야 42:1,4, 51:4, 요한복음 9:39, 예레미야 4:2, 30:13, 
89:14, 에스겔 5:6-8, 10,15, 계시록 21:19,20, 에스겔 
28:12-14, 욥기 28:19, 에스겔 27:16, 출애굽기 24:10, 에스겔 
1:16, 10:9, 다니엘 10:5,6, 계시록 21:11, 21:18, 출애굽기 
24:10, 이사야 54:11, 예레미야 애가 4:7, 에스겔 1:26, 10:1, 욥
기 28:16.
31-35절. “그리고 너는 에봇의 도포를 만들 것이다”란 영적 왕국
에서 내적 형체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모두 푸른 색으
로”란 천적 왕국의 선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그것의 머리의 입이 있을 것이다”
란 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유입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것의 입
을 위해 빙둘러 입술이 있을 것이고”란 모두 각각의 측면에서 묶
여지고 마감됨이 있음을 의미한다. “(베)짜는 사람의 일”이란 천
적인 것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치 그
것은 쇠미늘 갑옷의 입 같게 할 것이다”란 이러므로 해서 상처받
음으로부터 안전하고 튼튼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옷)자락에...만들 것이다”란 자연적인 것이 있는 
맨끝에서를 의미한다. “석류들”이란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을 
의미한다. “푸른 색으로, 심홍색으로,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으로”란 선행의 선과 믿음의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의 자
락에 빙둘러”란 자연적인 것이 있는 맨끝들, 모두 각각의 측면에
서를 의미한다. “금으로 된 방울”이란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이 못
본채 빠뜨린 (무시해버린) 선으로부터 있는 교리에 속한 모든 것
들과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빙둘러 그들 한
가운데에”란 모두 각각의 측면에서 선에 관한 기억적 지식들 안
에 있는 것으로부터를 의미한다. 
 “한 개의 금 방울과 한 개의 석류, 한 개의 금방울과 한 개의 석
류, 빙둘러 도포의 자락에”란 그러므로 모두 각각의 곳에서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론에게 있을 것이다”란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
한다. “섬기기 위해”란 예배에 종사할 때, 그리고 복음 을 전할 
때를 의미한다. “그것으로부터의 목소리가 들려질 것이다”란 천국
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가 유입됨
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가 여호와 앞 거룩함 안에 들어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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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목소리가 들려질 것이
다.

36 그리고 너는 순금 판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장 새
김 같이 ‘여호와에게 거룩함’을 
새겨라.

37 그리고 너는 그것을 푸른 색
의 실로 붙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관의 얼굴에 마주 보게 있을 것
이다.
38 그리고 그것은 아론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거룩
한 것들에 관련되는 불법을 짊어
질 것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아
들들은 그들의 거룩한 것들의 모
든 예물들에 관련하여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그들을 
만들기 위해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39 그리고 너는 고운 아마포로 

그리고 그가 나갈 때”란 예배에서 선과 진리의 모두 각각의 상태
에서를 의미한다. “그가 죽지 않도록”이란 표현함은 사라지지 않
는다, 이와함께 천국과의 결합도 없어지는 일은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5:35, 이사야 6:1, 마태복음 23:5, 예레미
야 애가 1:8,9, 나흠 3:5, 예레미야 13:22,26,27, 시편 29:3-9, 
요한복음 10:2-5, 16,26,27, 이사야 40:3,5,6,9,10, 요한복음 
1:23, 이사야 53:8, 예레미야 5:12,13, 51:16, 계시록 1:15, 시편 
29:3, 요엘 2:11, 3:16, 시편 68:32,33, 요한복음 5:25, 에스겔 
3:12,13, 10:5, 사무엘상 29;6, 사무엘하 3:25, 열왕기하 19:27, 
이사야 37:28, 시편 121:7,8, 민수기 27:16,17, 요한복음 
10:1,2,9, 누가복음 9:2-4, 에스겔 46:8-10.
36-38절. “그리고 너는 순금 판을 만들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계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장 새김 같이 
그 위에 새겨라”란 천국의 영역에 따라 심정들에 인상 지워 항구
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에게 거룩함”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
간을 의미하고, 이로부터 모든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푸른 색의 실로 붙일 것이다”란 천적인 사
랑의 진리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관에 
있을 것이다”란 무한한 지혜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은 관의 얼
굴에 마주 보게 있을 것이다”란 영원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론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사
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거룩한 것들의 불법을 짊
어질 것이다”란 그 결과 선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은 악들과 거
짓들이 이동됨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은 그들의 
거룩한 것들의 모든 예물들에 관련하여 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죄들로부터 이동함을 표현하는 예배의 행동들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아론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란 주님의 사
랑을 표현함은 영원까지 이다를 의미한다. “여호와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도록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란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9:30, 29:6, 시편 132:17,18, 89:38,39, 
이사야 28:5, 62:1,3, 예레미야 13:18, 예레미야 애가 5:15,16, 
에스겔 16:12, 욥기 19:9, 계시록 4:4,10, 6:2, 14:14, 2:10, 
3:11, 14:1, 22:4, 9:4, 신명기 6:5,8, 이사야 53:2-6, 63:8,9, 
53:7, 요한복음 12:27,28,31, 미가 7:19, 민수기 18:1,22,23, 이
사야 46:3,4, 레위기 10:16,17.
39-40절. “그리고 너는 고운 아마포로 튜닉을 바둑판 무늬로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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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닉을 바둑판 무늬로 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고운 아마포로 관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벨트를 너는 
수놓는 사람의 일로 만들 것이다. 

40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
여 너는 튜닉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위해 벨트들
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잘생
김을 위해서 관(tiara)을 만들 것
이다.

41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네 형
제 아론에게, 그와 더불은 그의 
아들들에게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기름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득차게 하라, 그리
고 그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직자의 직능에
서 나를 섬길 것이다. 

42 그리고 너는 그들을 위해 벌
거벗음의 살을 덮도록 아마포로 

것이다”란 천적 사랑의 진리들로부터 진행되는 영적 왕국의 가장 
깊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고운 아마포로 관을 만들 것
이다”란 거기서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벨트”란 묶음, 그리고 
이 왕국의 외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한다. “너는 수놓는 
사람의 일로 만들 것이다”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의하여
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란 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
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너는 튜닉들
을 만들 것이다”란 거기서 믿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
리고 너는 그들을 위해 벨트들을 만들 것이다”란 연결함에서 함
께 붙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관(tiara)을 
만들 것이다”란 거기서 총명을 의미한다. “영광을 위해서와 잘생
김을 위해서”란 영적 교회의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9:27, 시편 45:9,12-14, 사무엘하 13:18, 
미가 2:8, 마태복음 5:34-37,40, 10:5,7,9,10, 요한복음 
19:23,24, 시편 22:18.
41절.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네 형제 아론에게 놓을 것이다”란 
영적 왕국에서 신성한 선과 비슷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와 더불
은 그의 아들들에게”란 거기로부터 진행되는 외적인 것들에서 신
선한 선에 비슷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을 기름부을 것이다”란 
사랑의 선에 관하여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득차게 하라”란 믿음의 진리에 관하여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그러므로 해서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직자의 직능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란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구
원의 전체 일에 관련되는 점에서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8:18, , 28:19-22, 이사야 21:5, 사무엘하 
1:21, 출애굽기 29:36, 30:25-29, 40:9-11, 레위기 8:10-12, 
민수기 7:1, 출애굽기 29:7, 30:30, 40:13-15, 레위기 8:12,30, 
레위기 7:34-36, 민수기 18:8-20, 열앙기상 19:15,16, 이사야 
61:1, 누가복음 4:17-21, 다니엘 9:25, 9:24, 시편 2:2,6, 89:20, 
89:19,25-27,29, 132:17,18, 132:6,7,9,10, 예레미야 애가 
4:19,20, 사무엘 상 24:6,10, 26:9, 사무엘하 1:16, 19:21, 다니
엘 10:2,3, 마태복음 6:17,18, 아모스 6:6, 에스겔 16:9, 미가 
6:15, 신명기 28:40, 이사야 61:3, 시편 45:7, 23:5, 92:10, 
104:15, 마가복음 6:12,13, 누가복음 7;44,46, 출애굽기 
30:32,33,38.
42,43절. “그리고 너는 그들을 위해 아마포로 반바지(breeches)
를 만들 것이다”란 결혼적인 사랑의 외부인 것을 의미한다. “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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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breeches)를 만들 것이다. 
허리로부터 허벅지 까지 그것들
은 덮을 것이다.
43 그리고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은 입을 것이다, 그들이 만남
의 천막으로 들어 갈 때, 또는 그
들이 거룩함(거룩한 장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불법을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그리고 아론 이후 그의 씨에게 
시 의 규례이다. 

29

1 이것은 그들이 성직자의 직분
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 그들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 네가 그들에
게 해야 하는 몇마디 말(word)이
다. 목축의 아들 어린 수소 한 마

벗음의 살을 덮도록”이란 추잡하고 지옥적인 사랑의 내면의 것들
이 나타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허리로부터 허벅지 까지 그것들
은 덮을 것이다”란 결혼적인 사랑의 외면들에 속한 그것들의 확
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은 입을 것이다”란 지옥들로
부터 보호함을 의미한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 갈 때”란 
천국의 모든 것들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예배에서를 의
미한다. “또는 그들이 거룩함(거룩한 장소)식에서 섬기기 위해 제
단에 가까이 올 때”란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예배에서를 의미한
다. “그들이 불법을 짊어지고 죽지 않도록”이란 예배 전체가 절멸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에게 그리고 아론 이후 그의 씨에게 시

의 규례이다”란 표현 교회에서 있는 질서의 법들이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9:27,28, 레위기 16:4,24, 에스겔 
44:15-18, 이사야 15:2, 예레미야 47:5, 에스겔 7:18,19, 레위기 
10:6, 에스겔 44:20, 예레미야 16:6, 아모스 8:10, 미가 1:16, 계
시록 3:14,17,18, 계시록 16:15, 17:16, 이사야 58:7,8, 마태복음 
25:34,36,41,43, 이사야 47:1-3, 예레미야 애가 1:8,9, 나흠 3:5, 
에스겔 16:7,22,36, 23:28,29, 호세아 2:2,3,9,10, 예레미야애가 
4:21, 하박국 2:15,16, 에스겔 22:9,10, 창세기 9:21-23, 레위기 
5:17, 7:18,20, 19:7,8, 레위기 17:15,16, 민수기 9:13, 18:22,23.

내적 의미 요약
여기서 취급된 주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섬기는 직능을 수행
할 때 그들이 입어야 하는 거룩함의 의복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이 집행하는 성직자 직분은 천국에서 신성한 선인 것, 즉 신
성한 천적인 것에 관련되는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아론의 의복
들은 거기서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인 것, 즉 신성한 영적인 것을 
표현했다.

29
내적 의미 해설

1-3절. “이것은...네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단어(word)이다”란 질
서의 법을 의미한다. “그들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란 신성한 인간
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들이 성직의 직분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란 그분에 의한 구원의 모든 일을 표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목축의 아들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란 자



출애굽기 29- 452 -
리, 그리고 흠없는 숫양 두 마리
를 가져 오라.
2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
로부터의 빵, 그리고 기름을 섞은 
누룩 들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과
자(cake), 그리고 기름을 바른 누
룩 넣지 않는 것들로부터의 웨이
퍼(wafer). 너는 그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3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
니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을 바구니에 안에 (담은채로) 가
까이 가져오너라, 그리고 (어린) 
수소와 두 숫양도 (가져 오라).

4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는 만남의 천막의 문으로 가까
이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씻을 것이다.
5 그리고 너는 의복들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아론을 속옷
(tunic), 그리고 에봇의 도포, 그
리고 에봇, 그리고 가슴 판을 입
힐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에봇의 
허리띠로 두르게 할 것이다.
6 그리고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울 것이다, 그리고 관에 거룩함
의 왕관을 놓을 것이다.
7 그리고 너는 기름부음의 기름
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을 그의 머리에 쏟으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부음을 하라.

연적 또는 외적 인간의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흠없는 숫
양 두 마리”란 영적 또는 내적 인간의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빵”이란 인간의 가장 깊
은 속의 천적인 것이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름을 섞은 
누룩 들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과자”이란 중간의 천적인 것이 깨
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 누룩 넣지 않는 것들로 
부터의 웨이퍼”란 외적 인간에 있는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너는 
그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란 신성한 선으로부터 있는 진
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놓을 것이다”란 그것들이 있
는 감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안에 (담
은채로) 가까이 가져오너라”란 이러므로해서 모든 것이 현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소와 두 숫양”이란 깨끗해져야 하는 것, 즉 
인간의 자연적 또는 외적인 것, 그리고 그의 영적 또는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33:6, 요한복음 1:1,3,14, 시편 107:19,20, 요
한복음 5:38,40, 17:14,17, 계시록 19:13,16, 요엘 2:11, 마태복
음 13:19-23, 요한복음 6:63, 레위기 24:5-9, 예레미야 7:18, 
44:19, 호세아 7:8, 에스겔 16:13, 호세아 8:7, 열왕기상 
17:12-15, 이사야 47:1,2, 예레미야 애가 5:12,13, 출애굽기 
32:20, 신명기 9:21, 마태복음 24:40,41.
4-9절.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신성한 선에 관련되는 
주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되는 주님을 
의미한다. “너는 만남의 천막의 문으로 가까이 데려올 것이다”란 
천국 안에서 둘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씻을 것
이다”란 믿음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의복들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아론을 입힐 것
이다”란 주님의 영적 왕국 속의 것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속옷
(tunic)”이란 이 왕국의 가장 깊은 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봇의 
도포”란 이 왕국의 중간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봇”이란 그
것의 가장 바깥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슴 판”이란 주님의 신성
한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울 것이다”란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관에 거룩함의 왕관을 놓을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기름부음의 기름을 가져 올 것이다”란 신성한 선으
로 취임함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머리에 쏟으
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부음을 하라”란 (주님의) 인간 전체에 관
련되는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의 표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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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가
까이 데려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들에게 속옷을 입히라.
9 그리고 너는 그들을 벨트로 띠
를 두르게 할 것이다, 아론과 그
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에게 두건
을 동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
직 직분이 그들에게 시 의 규례
를 위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
는 아론의 손, 그리고 그의 아들
들의 손을 가득하게 할 것이다.

10 그리고 너는 (어린) 수소를 
만남의 천막 앞 가까이 가져오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들의 손들을 어린 수소의 머리에 
둘 것이다.
11 그리고 너는 만남의 천막의 
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 수
소를 죽일 것이다. 

12 그리고 너는 수소의 피를 가
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를 너는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 올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라”란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벨트로 띠를 두르게 할 것이다”란 모든 것
들이 연결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천국적 형체에서 유지되게 결합
으로 묶음을 의미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신성한 선에 관
련되는 주님 그리고 그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되는 
주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건을 동이게 할 것이다”란 
지혜로부터의 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직 직분이 그들에게 있
을 것이다”란 계속되는 질서에서 구원의 일에 관련된 주님을 의
미한다. “시 의 규례를 위해”란 질서의 영원한 법들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아론의 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손을 
가득하게 할 것이다”란 신성한 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
으로 하는 신성한 권능의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33:2, 마태복음 26:7,12, 마가복음 14:3,8, 이
사야 35:10, 신명기 33:14-16, 예레미야 30:23, 에스겔 11:21, 
16:43, 22:31, 요엘 4:4,7, 오바디야 15절, 에스겔 13:18, 시편 
68:21, 마태복음 28:18, 누가복음 10:19,22, 이사야 63:1,5,8, 시
편 59:16-21, 110:1,이하 참조, 출애굽기 15:6, 18:35, 44:3, 
63:8, 시편 89:13, 이사야 62:8, 시편 80:17,18, 마태복음 26:64, 
누가복음 22:69.
10-14절. “그리고 너는 수소를 가까이 가져오라”란 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에 적용되는 상태, 마치 유아시절에 있는 상태 같은 것
을 의미한다.

 “만남의 천막 앞”이란 깨끗해지기 위해 천국으로부터 진리를 받
아들이고, 그 진리가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
의 아들들은 그들의 손들을 어린 수소의 머리에 둘 것이다”란 자
연적 또는 외적 인간 안에 선과 진리를 받아들임의 표현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 앞에서 수소를 죽일 것이다”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서 신성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깨끗하게 함
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만남의 문에서”란 이것들의 결합이 있
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수소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란 자연적 또는 외적 
인간에 숙박된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네 손가
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놓을 것이다”란 그분의 자신의 것으로부터 
있는 주님의 신성한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피를 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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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의 기초에 쏟을 것이다.
13 그리고 너는 내장들을 덮은 
모든 지방(fat), 그리고 간에 있
는 망막(caul), 그리고 두 콩팥
들, 그리고 그것들에 있는 지방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
14 그리고 수소의 살, 그리고 그
것의 피부, 그리고 그것의 똥
(을), 너는 진영 밖에서 불로 태
울 것이다. 이것이 죄이다.

15 그리고 너는 숫양 한 마리를 
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머리에 그
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16 그리고 너는 숫양을 죽일 것
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
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17 그리고 너는 숫양을 여러 조
각으로 자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의 내장들, 그리고 그것의 다리들
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의 조각들 위에, 그리고 그것

단의 기초에 쏟을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 전체는 인간의 생명의 
가장 끝인 것, 즉 감각적인 것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모든 지방을 가져올 것이다”란 선이 숙박함을 의미
한다. “내장들을 덮은”이란 최말단 또는 가장 낮은 것들에 소속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에 있는 망막(caul)”이란 외적 또
는 자연적 인간의 내면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콩팥들, 그
리고 그것들에 있는 지방”이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의 내면의 
진리, 그리고 그것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소의 살”이란 거기서 이전의 사랑들 속의 악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것의 피부”란 최말단들에 있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똥”이란 여타 다른 불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너는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 것이다”란 그들은 지옥으로 회부되
어지고, 자아사랑의 악들로 불살라진다를 의미한다. “이것이 죄이
다”란 이리하여 악들로부터 깨끗해진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27:18-20, 8:7-14, 레위기 16:21, 1:2-4, 
마태복음 9:18,19,25, 마가복음 8:25, 7:32,33,35, 누가복음 
8:11,13, 마가복음 6:5, 5:27-30, 누가복음 8:44,46, 6:19, 
7:14,15, 마태복음 19:13-15, 마가복음 10:16, 누가복음 24:26, 
다니엘 2:32,33, 2:43, 예레미야 애가 2:11,12, 예레미야 11:20, 
시편 7:9, 26:2, 139:13, 계시록 2:23, 에스겔 39:17-22, 요한복
음 6:53-56, 이사야 25:6, 55:2, 예레미야 31:14, 레위기 3:17, 
7:23,25, 17:10-14, 신명기 12:23-25, 이사야 4:3,4, 예레미야 
8:1,2, 16:4, 25:33, 예레미야 애가 4:5, 말라기 2:2,3, 에스겔 
4:9:12-17, 신명기 23:12-15, 민수기 1:52,53, 2:2, 2장,10장 
참조, 민수기 5:2,3, 레위기 13:45,46, 신명기 23:10-15, 12:23.
15-18절. “그리고 너는 숫양 한 마리를 끌어 올 것이다”란 내적 
인간에 있는 순진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은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란 능력이 소통함을 의미한다. “숫양
의 머리 위에”란 전체와 더불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숫양을 죽일 것이다”란 내적 인간의 깨끗해짐을 위
한 준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
다”란 신성한 선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다”란 내면의 것들
은 구분되는 방법에서 질서 안에 놓여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것의 내장들을 씻을 것이다”란 가장 낮은 것들을 깨끗하
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다리들”이란 자연적 인간의 외
면의 것들을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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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머리 위에 놓을 것이다.
18 그리고 너는 제단 위에서 숫
양 전부와 함께 태울 것이다. 이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태워 바침
이다. (이는) 휴식의 냄새(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만든 제물
이다.

19 그리고 너는 두 번째 숫양을 
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머리에 그
들의 손들을 얹을 것이다.
20 그리고 너는 숫양을 죽일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귀
의 귓바퀴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
쪽 귀의 귓바퀴에,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의 엄지에, 그리고 그들의 
오른발의 엄지에 놓을 것이다, 그
리고 너는 제단 주위에 피를 뿌
릴 것이다.
21 그리고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을 가
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 
위에 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복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 위
에, 그리고 그와 더불은 그의 아
들들의 의복에 뿌릴 것이다. 그리
고 그는 거룩일 것이다. 그리고 

조각들 위에, 그리고 그것의 머리 위에 놓을 것이다”란 내적인 것
과 가장 깊은 것 아래 외면의 것들을 질서 로 놓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제단 위에서 숫양 전부와 함께 태울 것이다”란 주
님의 신성한 인간의 내적인 것이 그분 자신 안에 있었던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과 하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호
와께 드리는 태워 바침이다”란 주님의 인간의 영광되심을 의미한
다.. “휴식의 냄새”란 평화의 지각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
께 불로 만든 제물이다”란 모든 것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7, 에스겔 34:17, 레위기 5:15, 18, 6:6, 
민수기 28:11,15, 19,22,27, 이사야 7:20, 요한복음 13:9,10, 이
사야 48:12,13, 이사야 44:6, 계시록 2:8, 이사야 48:12,13, 누가
복음 24:37,39, 요한복음 13:9,10, 3:8, 아모스 3:12, 다니엘 
2:32,33, 이사야 40:5, 42:6-8, 이사야 60:2,3, 요한복음 5:37, 
시편 24:7-10, 이사야 9:6, 요한복음 1:14, 누가복음 24:26, 
7:39, 12:16,23,27,28, 13:31,32, 7:39, 17:1.
19-35절.  “그리고 너는 두 번째 숫양을 끌어 올 것이다”란 그 
뒤를 잇는 상태, 즉 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
행되는 신성한 진리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
의 아들들은 숫양의 머리에 그들의 손들을 얹을 것이다”란 능력
이 전체와 더불어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숫양을 죽일 것이다”란 준비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의 피를 가져올 것이다”란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
론의 귀의 귓바퀴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의 귓바퀴에 놓을 
것이다”란 천국들에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
한 진리의 모든 지각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의 엄
지에”란 거기서 파생되는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오
른발의 엄지”란 최말단 천국에 있는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릴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
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올 것이다”란 주님 안에
서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기름”이란 주님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 위에, 그리고 그의 의복에 뿌릴 것
이다”란 보다 높은 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신
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상호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위에, 그리고 그와 더불은 그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릴 것
이다”란 보다 낮은 천국들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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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복들, 그의 아들들, 그와 
더불은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도 
거룩일 것이다.
22 그리고 너는 숫양으로부터 지
방, 그리고 꼬리, 그리고 내장들
을 덮은 지방, 그리고 간의 망
막, 그리고 두 콩팥들, 그리고 그
것들에 있는 지방, 그리고 오른쪽 
뒤쪽의 사분의 일(넓적 다리)을 
가져오라. 그는 가득채움들의 숫
양이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빵 한 덩어리, 그리고 
기름을 가진 빵 한 조각, 그리고 
과자 한 개(를), 여호와 앞에 있
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의 바구
니로부터 (가져오라)
24 그리고 너는 아론의 손바닥 
위에,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그 전부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흔들어 바침(wave-offering)을 
할 것이다.
25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으로부
터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
고 그것들을 태워 바침
(burnt-offering)을 위해 제단에
서 태울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는) 여호와께 휴식의 냄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불에 
의한 바침이다.
26 그리고 너는 가득채움들
(fillings)의 숫양으로부터 가슴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아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기 위해 그것을 흔들 것이다. 

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가 상호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복들, 그의 아들들, 그와 더불은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도 거룩일 것이다”란 천국들 안에 있는 모
든 것들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숫양으로부터 지방을 가져오라”란 천국들 안에 있
는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꼬리”란 거기 있는 모든 진리를 의미
한다. “그리고 내장들을 덮은 지방”이란 최말단들에 있는 선을 의
미한다. “그리고 간의 망막”이란 깨끗해진 자연적 인간의 내면
의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콩팥들, 그리고 그것들에 있는 지
방”이란 깨끗해진 자연적 인간의 내면의 진리, 그리고 그것의 선
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른쪽 뒤쪽의 사분의 일”이란 가장 깊은 
선을 의미한다. “그는 가득채움들의 숫양이기 때문이다”란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있는 주님의 신성한 권
능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빵 한 덩어리”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가장 깊은 천적 선
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름을 가진 빵 한 조각”이란 중간에 있는 
천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자 한 개”란 최말단에 있는 천적 
선을 의미한다.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의 바구니로부터”란 감각적
인 것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 앞에 있는...”이란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아론의 손바닥 위에,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그 전부를 놓을 것이다”란 이런 것들이 주님 속에 있고 주님으로
부터 임을 천국들 안에서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침(wave-offering)을 할 것이다"란 
그와 동시에 있는 신선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
고 그것들을 태워 바침(burnt-offering)을 위해 제단에서 태울 
것이다”란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 이
유는 (이는) 여호와께 휴식의 냄새(이기 때문이다)”란 평화의 지
각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불에 의한 바침이다”란 신성
한 사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슴을 가져올 것이
다”란 천국들에 있는 영적인 것과 거기서 그것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가득채움들(fillings)의 숫양으로부터...이는 아론을 위한 것이다”
란 그분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권능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기 위해 그것을 흔들 것이다”란 생동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몫을 위해 너에게 있을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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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은 몫을 위해 너에게 
있을 것이다.
27 그리고 너는 흔듬의 가슴, 그
리고 흔들어지고, 들어올린 뒤쪽
의 사분의 일, 그리고 가득채움들
의 숫양으로부터 들어올려진 것, 
아론을 위해 있는 것, 그의 아들
들을 위해 있는 것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28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
들들 사이로부터 시 의 규례를 
위해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은 들어 올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
들 사이로부터 그들의 평화 제물
로 들어올림, 여호와께 한 그들
의 들어올림 일 것이다.
29 그리고 아론을 위해 있는 거
룩함의 의복들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아들들을 위해 있어, 그들에
게 기름부워지기 위해,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가득채우기 위해 있
을 것이다.

30 거룩함에서 섬기기 위해 만남
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그의 아
들들 중 그의 뒤를 잇는 성직자
는 칠 일 동안 그것들을 입을 것
이다.
31 그리고 너는 가득채움들의 숫
양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거룩
한 장소에서 그것을 삶을 것이다.

32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흔듬의 가슴을...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천국 안에
서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된 신성한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들어 
올린 뒤쪽의 사분의 일”이란 천국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각
된 주님 만에 속하는 신성한 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득 
채움들의 숫양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것, 아론을 위해 있는 것, 그
의 아들들을 위해 있는 것”이란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
를 통하여 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권능의 표현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로부터 시 의 규례를 
위해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있을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선과 그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에 관련하여 표현 교
회에 있는 질서의 법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것은 들어 올림이
기 때문이다”란 신성한 선과 그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로부터 
그들의 평화 제물로 들어 올림, 여호와께 한 그들의 들어 올림 
일 것이다”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들임, 그리고 그것이 
주님 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을 위해 있는 거룩함의 의복들”이란 신성한 천적인 
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아들들을 위해 있을 것이다”란 계속적으로 
자연적인 것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기름부워지기 위해”란 
신성한 선에 관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그
들의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란 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진행되는 신성한 진리의 표현을 의미한다. “칠 일 동
안...그의 아들들 중 그의 뒤를 잇는 성직자는 그것들을 입을 것
이다”란 충분하고 완전한 인정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거룩함에서 섬기기 위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이란 천
국 안에서와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득 채움들의 숫양을 가져올 것이다”란 신성한 선
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통하여 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한 
권능, 그리고 거기서 소통되고 받아 들이는 그것의 수용력의 표현
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삶을 것이다”란 주
님으로부터 계발되는 교리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삶에 쓰이기 위
해 선을 준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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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양의 고기를, 그리고 바구니 안
에 있는 빵을 만남의 천막의 문
에서 먹을 것이다.
33 그리고 그들은 속죄가 만들어
졌던 그 안에서, 그들의 손을 가
득채우기 위해, 그들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먹을 것
이다. 그리고 낯선 자는 먹지 못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거룩이기 때문이다.

34 그리고 만일 가득 채움들의 
고기, 그리고 빵의 어떤 것들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것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것은 거룩이기 때문이다.
35 그리고 이렇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
령했던 로 행할 것이다. 칠 일 
동안 너는 그들의 손을 가득 채
울 것이다.

님으로부터의 영적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
구니 안에 있는 빵”이란 주님으로부터의 천적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만남의 천막의 문에서”란 천국 안으로 입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속죄가 만들어졌던 그 안에서...이것들을 먹을 것
이다”란 악들로부터 그리고 이 악들로부터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진 이들과 더불어 선은 자기 것 됨을 의미한다. “그들의 손
을 가득 채우기 위해”란 신성한 진리를 받아 들이기 위해를 의미
한다. “그들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선
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낯선 자는 먹
지 못할 것이다”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더불어서는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거룩이
기 때문이다”란 그것들은 신성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가득 채움들의 고기, 그리고 빵의 어떤 것들이 아
침까지 남아 있으면”이란 새로운 상태를 위해 결합되지 않고 있
는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을 의미한다.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 
것이다”란 그것들은 분산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먹지 못할 것이
다”란 그것은 자기 것 되는 일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
것은 거룩이기 때문이다”란 신성은 그것과 결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가 모독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행할 것이다”란 
주님의 영광되심에 관한 표현 그리고 천국들과 교회에 그분의 유
입됨에 관한 표현을 의미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로...”란 
신성한 질서의 법들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칠 일 동안 너는 그들
의 손을 가득 채울 것이다”란 그분의 인간 속의 신성한 사랑으로
부터의 신성한 선으로부터 유입을 통하여 천국들 안에 있는 주님
의 충만되고 완전한 권능의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9:11,12, 스가랴 11:17, 마태복음 5:29,30, 계
시록 13:16, 시편 144:1, 8:3, 누가복음 11:20, 마태복음 11:27, 
누가복음 10:22, 요한복음 3:34,35, 17:2, 15:5, 17:10, 마태복음 
28:18, 16:19, 요한복음 1:18, 5:37, 12:45, 14:6-11, 마태복음 
11:27, 누가복음 10:22, 요한복음 10:30,38, 14:10,11, 17:1,10, 
13:31,32, 14:20, 17:10,21,22, 15:4,5, 이사야 9:13,14, 19:15, 
계시록 9:10, 9:19, 12:4, 레위기 7:32,34,35, 21:10, 출애굽기 
32:28,29, 민수기 14:24, 신명기 1:36, 민수기 32:11,12, 레위기 
23:10,11, 민수기 8:11,13,15,21, 출애굽기 35:22, 요한복음 
5:2-7, 21:15-21, 마태복음 11:27, 누가복음 10:22, 요한복음 
3:34,35, 17:2, 15:5, 마태복음 28:18, 16:18,19, 레위기 8:29, 
7:34,35, 민수기 18:8,11-20, 28,29, 3:12,13, 8:16-19, 열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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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리고 죄의 수소를 너는 매
일 속죄(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
고 너는 그것에서 네 속죄를 만
들면서 제단 위에 있는 죄로부터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
고 너는 그것을 신성해지도록 그
것에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37 칠일 동안 너는 제단에서 속
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
은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 
제단을 만지는 모든 이는 신성해
질 것이다.
38 그리고 이것은 네가 제단 위
에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일년된 
아들, 어린 양 두 마리를 날마다 
계속적으로 (바칠 것이다).
39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바
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린 양
을 너는 저녁 사이에 바칠 것이
다.

40 그리고 세게 쳐서 만든 기름 
사분의 일 힌(hin)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 그리고 
첫 번째 어린 양을 위한 음료-바
침(drink-offering)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바쳐라.
41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

하 4:38-42, 에스겔 24:3-7, 11:2,3, 예레미야 1:13,14, 스가랴 
14:21, 레위기 6:28, 7:19-21, 22:4-13, 21:17-23, 요한복음 
3:36, 출애굽기 16:19,20, 레위기 19:7,8, 7:16-18.
36-46절.  “그리고 죄의 수소를 너는 매일 속죄(물)로 바칠 것
이다”란 주님으로부터의 순진의 선을 수단으로 자연적 인간에 있
는 악들 그리고 이 악에서 파생되는 거짓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제단 위에서 죄로부터 그것을 깨끗하
게 할 것이다”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악들로부터 깨끗해짐
을 의미한다. “그것 위에서 네 속죄를 만들면서...”란 그것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는 수용력을 의미한다. “그것에(제단에) 기
름부음을 할 것이다”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의 사랑의 신성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 취임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너는 그것이 신성해 있도록”이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의미한다. 
 “칠일 동안 너는 제단에서 속죄를 만들 것이다”란 천국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유입에 관한 것은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를 의미
한다. “그리고 제단은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란 천적 왕국, 
여기서 주님은 사랑의 선 안에서 현존하신다를 의미한다. “제단을 
만지는 모든 이는 신성해질 것이다”란 신성을 받는 모든 이 각각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란 일반적 
측면에서 천국과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함에 관계하는 것들을 의
미한다. “일년된 아들, 어린 양 두 마리를 날마다”란 모든 각각의 
상태 안에 있는 순진의 선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란 모든 신성
한 예배에서를 의미한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바칠 것이다”란 내적 인간이 사랑의 
상태에서, 그 결과 빛의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순진의 선을 통
하여 악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어린 양을 너는 저
녁 사이에 바칠 것이다”란 외적 인간이 사랑의 상태에서, 그 결과 
빛의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순진의 선을 통하여 악들을 제거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게 쳐서 만든 기름 사분의 일 힌(hin)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란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은 결합
을 위해 충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료-바침(drink-offering)
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이란 결합을 위해 충분한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첫 번째 어린 양”이란 내적 인간에서 있는 이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 사이에 바칠 것이다”란 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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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 사이에 바칠 것이다. 아침의 
식사 제물(meat-offering)에 따
르라, 그리고 음료 제물에 따르
라, 너는 휴식의 냄새를 위해 여
호와께 불로 바침(fire-offering)
을 거기에서 실시할 것이다.
42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의 문
에서 너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태워 바침(burnt-offering)을 실
시 할 것이다. 거기서 나는 네게 
말하기 위해 너를 만날 것이다.
43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
의 아들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광 안에서 신성할 
것이다.
44 그리고 나는 만남의 천막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
도.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는 성직 임무에서 나를 섬기도
록 신성하게 할 것이다.
45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한가
운데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있을 것
이다.
46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그들을 데려온 그들
의 하느님 여호와요,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을 알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
의 하느님이다. 

간에서 사랑의 상태, 그 결과 빛의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순진
의 선을 통하여 악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아침의 식사 제물에 
따르라, 그리고 그것에 연관되는 음료 제물에 따르라, 너는 거기
에서 실시할 것이다”란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 선 그리고 그
로부터의 진리는 결합을 위해 충분하다를 의미한다. “휴식의 냄새
를 위해”란 평화의 지각력을 의미한다. “여호와께 불로 바침
(fire-offering)”이란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태워 바침(burnt-offering)”이란 일반적 측면에서의 
모든 신성한 예배를 의미한다. “너의 자손들...”이란 교회에서 영
구적으로를 의미한다. “만남의 천막의 문에서”란 선과 진리의 결
합을 의미한다. “여호와 앞”이란 주님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거기
서 나는 네게 말하기 위해 너를 만날 것이다”란 그분의 현존과 
유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만날 것이다”란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광 안에
서 신성할 것이다”란 주님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를 받는 수용력
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만남의 천막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보다 낮은 
천국들에서 주님을 받는 수용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단도”란 
보다 높은 천국들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신성을 받는 수용력을 의
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는 성직 임무에서 나를 
섬기도록 신성하게 할 것이다”란 구원의 일에 관련하여 양쪽에서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거주할 것이다”란 천국에
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현존하심 그리고 선을 통하여 그분
의 유입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있
을 것이다”란 주님의 현존 그리고 그분의 유입이 교회에 있는 진
리 안으로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그들의 하느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란 주님으
로부터 모든 선과 진리가 있다는 지각력을 의미한다. “내가 이집
트의 토지로부터 그들을 데려온...”이란 주님에 의해 지옥으로부터 
구원됨을 의미한다.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을...”이란 주님의 신성, 그것은 천국과 교회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를 의미한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느님이다”란 이로부터 
모든 사랑의 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진리가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1, 16:7, 예레미야 애가 2:7, 마태복음 
5:37, 출애굽기 26:33,34, 레위기 2:3,10, 민수기 18:9, 출애굽기 
30:29, 에스겔 43:12, 다니엘 9:24, 마태복음 25:37-40, 출애굽
기 30:26-29, 레위기 6:18,27, 다니엘 10:10,16,18, 이사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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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그리고 너는 향을 태우기 위한 
제단을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을 
싯딤 목으로 만들 것이다.

2 그것의 길이는 한 규빗이다, 그
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이다. 
그것은 정사각형 일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의 높이는 두 규빗이다. 
그것으로부터 뿔들이 있을 것이

예레미야 1:9, 마태복음 8:3, 8:14,15, 9:29,30, 20:34, 누가복음 
22:51, 마가복음 6:56, 마태복음 14:36, 누가복음 8:44-48, 마가
복음 10:13,16, 민수기 19:11,13,16,21,22, 레위기 11:31-36, 
5:2,3, 7:21, 레위기 15장, 22:4, 11:37,38, 창세기 3:3, 32:25, 
민수기 16:26, 이사야 52:11, 예레미야 애가 4:14,15, 학개 
2:12-14, 호세아 4:2,3, 이사야 11:6,8-10, 누가복음 10:3, 이사
야 16:1, 53:7, 요한복음 1:29,36, 계시록 7:17, 14:4, 이사야 
40:10,11, 출애굽기 12:2 이하 구절도 참조, 레위기 12:6, 민수기 
6:13-15, 다니엘 8:13,14, 이사야 21:11,12, 시편 30:5, 17:14, 
마가복음 13:35, 신명기 16:6,7, 예레미야 6:4,5, 스가랴 14:7-9, 
다니엘 8:13,14, 요엘 1:9-15, 말라기 1:10,11, 시편 141:2, 이
사야 57:5,6,9, 요한복음 14:21,24, 15:10,12, 예레미야 
7:21-23, 호세아 6:6, 미가 6:6-8, 사무엘상 15:22, 요한복음 
14:17,18,20,21,23, 14:17,20, 15:4,5, 1:1-3,14, 1:18, 5:37, 
14:6,7,9, 마태복음 11:27, 요한복음 14:21,23, 6:69, 10:38, 
14:7, 14:16,17, 마가복음 4:11,12, 예레미야 2:19, 9:24, 호세아 
2:20.

내적 의미 요약
  내적 의미에서 취급되는 이 장의 주제는 인성에 관련하여 있는 
주님의 영광되심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직자에 취
임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30
내적 의미 해설

1-10절. “그리고 너는 향을 태우기 위한 제단을 만들 것이다”란 
사랑과 선행(charity)으로부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받으심을 의미한다. “너는 그것을 싯딤 목으로 
만들 것이다”란 신성으로부터의 사랑(love Divine)으로부터를 의
미한다.
 “그것의 길이는 한 규빗이다,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이
다”란 선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동등히...를 의미한다. “그것
은 정사각형 일 것이다”란 이러므로 완전하다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의 높이는 두 규빗이다”란 선의 등급 그리고 진리의 등급, 
그리고 그것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것으로부터 뿔들이 있을 것이
다”란 사랑의 선 그리고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능력들



출애굽기 30- 462 -
다. 
3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덧씌울 것이다, 그것의 지붕과 빙
돌아 있는 그것의 벽, 그리고 그
것의 뿔들을 덧씌울 것이다. 그리
고 너는 그것을 위해 빙돌려 금
으로 테를 만들 것이다.
4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 그것
의 테 아래로부터 그것의 갈빗
(rib)들 위에 금으로 두 고리들을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의 두 측
면 위에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에서 그것
을 운반하려는 장 를 위한 용기 
일 것이다.
5 그리고 너는 싯딤 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덧씌울 것이다.
6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가 너를 
만나려고 오는 곳, 증거의 궤 넘
어 있는 베일 앞, 증거의 궤 넘어 
있는 자비석 앞에 놓을 것이다.

7 그리고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
에서 향신료의 향을 태울 것이다. 
등불을 단장하는 가운데 그는 그
것을 태울 것이다.

8 그리고 아론이 저녁 사이에 등
불이 올라가도록 만들 때, 그는 
그것을 태울 것이다, 이 향은 네 
자손 로 여호와 앞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9 너는 그 위에서 피우려고 낯선 
향을 만들지 말라, 태워바치는 제
물과 식사 제물도 안된다. 그리고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덧씌울 것이다”란 선으로부터 있
는 예배의 모든 것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것의 지붕”이란 가장 
깊은 것을 의미한다. “빙돌아 있는 그것의 벽”이란 내면들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의 뿔들”이란 외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 빙돌려 금으로 테를 만들 것이다”란 악들이 접근하
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으로 묶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 그것의 테 아래로부터...금으로 두 고
리들을 만들 것이다”란 신성한 선의 영역, 이를 통하여 결합과 보
존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것의 갈비들 위에”란 이쪽 측면에서
는 진리들을 가지고...를 의미한다. “너는 그것의 두 측면 위에 그
것들을 만들 것이다”란 다른 쪽 측면에서는 선을 가지고...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 를 위한 용기일 것이다”란 거기서 선으
로부터 있는 진리의 힘을 의미한다. “그것들에서 (제단을) 운반하
려는...”이란 그와 동시에 그 상태에서 보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싯딤 목으로 장 를 만들 것이다”란 주님의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덧씌울 것
이다”란 선 위에 모든 것들의 기초가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증거의 궤 넘어 있는 베일 앞에 놓을 것이
다”란 가장 깊은 천국과 결합된 곳인 내면의 천국에서를 의미한
다. “증거의 궤 넘어 있는 자비의 자리 앞에”란 사랑의 선으로부
터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심이 있는 곳
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오는...”이란 이런 길에 주님의 
현존이 있고 그분의 유입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서 향신료의 향을 태울 것이다”
란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들어올리심을 의
미한다. “향신료의 향”이란 기꺼이 들으시고 받으심을 의미한다. 
“아침 마다”란 사랑의 상태가 명료함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 “등
불을 단장하는 가운데 그는 그것을 태울 것이다”란 진리 또한 그
것의 빛 안으로 올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이 저녁 사이에 등불이 올라가도록 만들 때, 그는 
그것을 태울 것이다”란 사랑이 희미한 상태에 있고, 진리 역시 그
늘 아래 있는 상태라 해도 들어올림을 의미한다. “이 향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란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모든 예배에서를 의미한다. “네 자손 로”란 사랑으로부
터 믿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영원하다를 의미한다.
 “너는 그 위에서 피우려고 낯선 향을 만들지 말라”란 주님을 사
랑함 외 어느 다른 사랑으로부터의 예배는 없다를 의미한다. “태
워바치는 제물과 식사 제물도 안된다”란 천적인 사랑의 진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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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것 위에 음료 제물을 붓
지 마라.

10 그리고 아론은 일 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죄-제물
(sin-offering)의 피로부터 그것
의 뿔들에 속죄를 만들 것이다. 
일 년에 한 번 그는 네 자손에게 
그것 위에 속죄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들 중의 거
룩이다.

1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12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총 
숫자를 계상할 때, 계수되어진 그
들에 관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계
수됨에서 여호와께 그의 혼의 속
죄를 모든 이 각각이 드려서 계
수된 그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할 
것이다.

13 이것을 그들은 드릴 것이다, 
계수된 이들, 모든 이 각각은 거
룩함의 세겔에서 반 세겔, 한 세
겔은 이십 게라들, 여호와께 반 
세겔을 들어 올릴 것이다.

선들을 통하여 있는 거듭남에 관한 표현은 거기서는 없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음료 제물을 붓지 마라”란 영적인 
사랑의 진리들과 선들을 통하여 있는 거듭남에 관한 표현은 거기
서는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의 뿔들에 속죄를 만들 것이다”란 사랑의 선
으로부터 있는 믿음의 진리들을 통하여 악들로부터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일 년에 한 번”이란 영구적으로를 의미한다. “속죄 제
물의 죄-제물(sin-offering)의 피로부터”란 순진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통하여...를 의미한다. “일 년에 한 번 그는 그것 
위에 속죄를 만들 것이다”란 악들을 영구히 제거함을 의미한다. 
“네 자손에게”란 믿음으로부터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들 중의 거룩이다”란 신성한 천
적인 것으로부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41:2, 계시록 5:8, 8:3,4, 말라기 1:11, 신명기 
33:10, 이사야 60:6, 예레미야 17:26, 시편 29:3-11, 요한복음 
1:3, 에스겔 29:21, 아모스 6:13, 사무엘하 2:10, 시편 148:14, 
75:10, 예레미야애가 2:3,17, 에스겔 34:21, 스가랴 1:18-21, 신
명기 33:17, 아모스 3:14, 다니엘 7:8,11,20, 24, 8:3-21, 계시
록 12:3, 13:1, 17:3,12,13, 마태복음 24:17, 마가복음 13:15, 누
가복음 17:31, 예레미야 48:38, 신명기 22:8-11, 마태복음 
24:17,18, 마가복음 13:16, 누가복음 17:31,32, 16:26, 계시록 
6:6, 호세아 10:8, 이사야 4:5, 계시록 15:8, 이사야 3:24, 에스겔 
17:3,4, 27:22, 레위기 15:31, 16:16,33.
11-16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이란 주님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계발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총 숫자를 계상할 때”란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계수되어진 그들에 관하여”란 질서에 놓
고 배열됨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계수됨에서 여
호와께 그의 혼의 속죄를 모든 이 각각이 드려서...”란 믿음과 사
랑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질서있게 놓이고 배열
됨은 주님으로부터 이지 인간으로부터는 절 로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짐을 의
미한다. “계수된 그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할 것이다”란 선을 행함
이 자아로부터 라는 악의 처벌이 있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들은 드릴 것이다, 계수된 이들, 모든 이 각각은...”이
란 믿음과 사랑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려 드림을 의미한다. “거
룩함의 세겔에서 반 세겔”이란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들”이란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여호와께 반 세겔을 들어 올릴 것이다”란 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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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십 세의 아들과 그 위의 아
들로부터 계수된 이들, 모든 이 
각각은 여호와께 들어 올림을 드
릴 것이다.
15 부자는 더 드리지 않을 것이
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덜 내지 
않을 것이다, 반 세겔로부터, 여
호와께 들어 올림을 드리기 위해
서, 너희 혼들의 속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16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 사이로부터 속죄의 은을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의 일을 위하여 그것
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
희 혼들 위에 속죄를 만들기 위
해 여호와 앞에 기념물로 이스라
엘의 아들들에게 있을 것이다.

17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18 그리고 너는 씻기 위해 놋쇠
로 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도 놋쇠(로 만들 것
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만남

로부터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 만에 속해 있다를 의미한
다. “계수된 이들, 모든 이 각각”이란 모든 진리들과 선들을 오직 
주님께로만 돌려 드림을 의미한다.
 “이십 세의 아들과 그 위의 아들로부터”란 진리와 선에 관하여 
총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 들어 올림을 드릴 것이다”란 
주님께로만 돌려드림을 의미한다.
 “부자는 더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덜 내지 않
을 것이다, 반 세겔로부터, 여호와께 들어 올림을 드리기 위해서,”
란 무슨 능력을 지니고 있든 모든 이는 진리와 사랑의 모든 것들
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를 의미한다. “어떤 너희 혼들의 속
죄를 만들기 위해서”란 악들이 제거되도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로부터 속죄의 은을 가져 
올 것이다”란 교회 속에 있는 진리들은 선 덕택에 깨끗해짐을 의
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줄 것이다”란 모든 진리들과 선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천국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
와 앞에 기념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있을 것이다”란 이 방
법에서 교회의 보존 그리고 교회 속의 모든 것의 보존이 주님에 
의해 있다를 의미한다. “너희 혼들 위에 속죄를 만들기 위해”란 
이 방법에서 악은 제거되어지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4, 40:26, 시편 147:4, 호세아 1:10, 민수
기 23:10, 창세기 13:16, 16:10, 15:5, 신명기 7:7, 예레미야 
33:13, 시편 90:12, 이사야 38:10, 다니엘 5:25, 계시록 
13:16-18, 요한복음 21:17, 사무엘하 24장, 레위기 27:2-7, 민
수기 1:2,3,18, 그 이하 구절도 참조, 민수기 26:2,3, 이사야 
10:12-14, 30:6,7, 45:3, 17:1,3, 예레미야 48:7, 50:37,38, 
51:13, 에스겔 26:7,11,12, 27:12,18,33, 스가랴 9:3,4, 시편 
45:12, 호세아 12:8, 계시록 3:14,17,18, 예레미야 17:10,11, 누
가복음 14:33, 1:53, 6:20,21, 누가복음 14:21, 7:22, 마태복음 
11:5, 이사야 14:30, 29:19, 스바냐 3:12,13, 이사야 41:17,18.
17-2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이란 주님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계발됨으로부터 있는 지각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놋쇠로 야를 만들 것이다”란 자연적 인간의 선 
안에서 깨끗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도 놋쇠
로”란 자연적인 것의 최말단 속의 선, 즉 감각적인 것 속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씻기 위해”란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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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 것
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 것이다.
19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그것으
로부터 씻을 것이다.
20 그들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 갈 때 그들은 물들로 씻을 
것이다,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 불-
바침(fire-offfering)을 태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21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 
그들의 발들을 씻어서 그들은 죽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시 의 규례로, 그에게 
그리고 그의 씨에게, 그들의 자손
에게 있을 것이다.

22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3 그리고 너는 너에게 최고의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 
것이다”란 거기에 진리와 선의 결합이 있을런지 모른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 것이다”란 믿음 속의 진리를 
통하여 자연적인 것 안에서 깨끗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으로부터 씻을 것이다”란 주님에 의
한 인간의 깨끗해짐과 거듭남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이란 인간의 내면들과 외면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 갈 때”란 믿음의 선으로부터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물들로 씻을 것이다”란 믿음 속의 진
리들을 수단으로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다”란 표현이 멸해지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또는 그들이 여호
와께 불-바침(fire-offfering)을 태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제단
에 가까이 올 때”란 사랑의 선으로부터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 그들의 발들을 씻을 것이다”란 인
간의 내면들과 외면들이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란 표현은 멸해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시 의 규례일 것이다”란 질서의 영원한 법을 의미한다, 
“그에게 그리고 그의 씨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것들을 받는 모든 이, 그러므로 그분에 의해 거듭나지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3:25-27, 마가복음 7:2-8, 누가복음 
11:39, 열왕기상 7:23-26,39, 7:27-39, 요한복음 4:13, 이사야 
41:17,18, 48:20,21, 요한복음 13:10,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3:5,6,8, 13:5-10, 마태복음 24:3, 13:39,40,49, 28:20, 에스겔 
37:25,28, 시편 90:2, 10:16, 출애굽기 15:18, 시편 145:13, 예레
미야 10:10, 다니엘 7:14,18,27, 마태복음 6:13, 누가복음 
1:32,33, 계시록 1:6, 1:18, 5:13,14, 10:6, 11:15, 이사야 
51:6,8, 63:9, 다니엘 12:2, 요한복음 6:51,58, 1028, 시편 
89:24, 148:6, 아모스 9:11, 미가 5:2, 신명기 32:7, 이사야 
51:8,9, 시편 77:5, 이사야 46:9, 말라기 3:4, 요엘 3:20, 마태복
음 13:22, 누가복음 16:8, 20:34, 시편 73:12, 마가복음 10:30, 
에스겔 26:20, 이사야 43:5, 44:3, 45:25, 53:10, 54:3, 예레미야 
31:27, 33:22, 시편 89:3,4, 22::30, 이사야 61:9, 계시록 12:17, 
이사야 1:4, 57:3,4, 14:20.
22-3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
란 주님에 의해 말씀을 통한 계발로부터 있는 지각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최고의 향신료를 가져 오게 하라”란 말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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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 가장 좋은 몰약 오백, 그
리고 향기 높은 육계(cinnamon) 
그것의 절반, 이백 오십, 그리고 
향기 높은 창포(calamus) 이백 
오십을 가져오게 하라.

24 그리고 계피(cassia)는 거룩
함의 세겔로 오백, 그리고 올리브
의 기름은 한 힌(hin)이다.

25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을, 고약 중의 고
약을, 향수제조인의 일로 만들 것
이며, 그것은 거룩함의 기름부음
의 기름일 것이다.

26 그리고 너는 그것 가지고 만
남의 천막, 그리고 증거의 궤에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27 그리고 그것에 속한 탁자와 
모든 집기들, 그리고 등잔과 그것
의 집기들, 그리고 향의 제단(에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28 그리고 태워-바침의 제단 그
리고 그것의 모든 집기들, 그리고 
물 야와 그것의 받침(에 기름부
음을 할 것이다).

29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신성하
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 그것
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
을 만들 것이다.

로부터 기꺼이 지각된 선들과 더불은 진리들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몰약”이란 감각적 진리의 지각을 의미한다. “오백”이란 충분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기 높은 육계”란 자연적 진리의 지각과 
애착을 의미한다. “그것의 절반, 이백 오십”이란 상응되는 양
(quantity)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기 높은 창포”란 내면의 진리의 
지각과 애착을 의미한다. “이백 오십”이란 상응되는 양과 질
(quality)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피(cassia)”란 한층 더 내면인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오 백”이란 충분함을 의미한다. “거룩함의 세겔”이란 
진리와 선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이란 주님
의 신성한 천적 선을 의미한다. “한 힌(hin)”이란 결합을 위한 양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을 만들 것이다”
이란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의 표현을 의미한다. “고약
의 고약”이란 그분의 인간에 관련된 각각과 모든 것들을 의미한
다. “향수제조인의 일로”이란 임신되신 때부터 주님 안에서 있으
셨던 신성 자체의 역사하심과 유입되심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
것은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일 것이다”란 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 가지고 만남의 천막에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란 천국들에서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그리
고 증거의 궤에”란 가장 깊은 천국에 속하는 천적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 속한 탁자와 모든 집기들”이란 천적인 것으로부
터 있는 영적 선에서, 이 선은 두 번째 천국에 속하고, 섬김을 하
는 선들과 진리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등잔과 그것의 집기들”
이란 영적 진리에서, 이 진리는 두 번째 천국에 속하고, 섬김을 
하는 진리들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향의 제단”이란 이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있는 예배 속의 모든 것들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태워-바침의 제단”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그리고 일
반적 측면에서 그분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집기들”이란 신성한 선들과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 야와 그것의 받침”이란 악들과 거짓들로부터 깨끗해짐에 속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에 의해 거듭나짐에 속하는 모든 것
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
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란 이 방법에서 표현 교회의 예배 안에 
주님의 현존하심과 유입되심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것들을 만지
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을 만들 것이다”란 사랑과 믿음을 받는 모
든 사람에게 소통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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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을 기름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신성하게 해서 성직 직분
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31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일 것
이다.
32 인간의 살 위에 그것이 쏟아
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것의 품
질에서 너희는 그것과 똑같은 어
떤 것도 만들지 말 것이다. 이것
은 거룩이다. 이것은 너에게 거룩
일 것이다.
33 이것과 똑같은 고약을 만들 
사람, 그리고 낯선 것 위에 그것
을 놓을 사람, 그는 그의 백성들
로부터 확실히 잘라질 것이다.

34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너에게 냄새 좋은 향신
료,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그리
고 풍지향을 가져오게 하고, 냄새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부을 것이다”란 두 왕국
들에서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 취임함(inaugur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신성하게 해서 성직 직분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
이다”란 구원의 모든 일에 관련하여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기를”이
란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가르치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
에게 거룩함의 기름부음의 기름일 것이다”란 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네 자손들에게”란 교회의 모든 것들
에서를 의미한다.
 “인간의 살 위에 그것이 쏟아져서는 안된다”란 인간 자신의 것과 
소통하는 능력은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품질에서 너희
는 그것과 똑같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 것이다”란 인간의 연구
(study)로부터 어떤 모방함도 없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거룩이다. 이것은 너에게 거룩일 것이다”란 그것은 주님의 신성이
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이것과 똑같은 고약을 만들 사람”이란 예술(art)에 의한 신성한 
것들의 모조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낯선 것(stranger) 위에 그것
을 놓을 사람“이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 결합함, 그러므
로 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들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함을 의미
한다.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확실히 잘라질 것이다”란 분리됨 
그리고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5:8,9, 마태복음 2:11, 에스겔 42:15-20, 누
가복음 7:41, 그리고 끝절 까지, 이사야 3:24, 에스겔 27:22, 열
왕기상 10:10, 이사야 43:22,24, 에스겔 27:19, 예레미야 6:20, 
에스겔 27:19, 시편 45:8,9, 스가랴 4:2,3,11,12,14, 계시록 
11:3,4, 이사야 41:19, 호세아 14:6, 이사야 24:13, 17:6, 시편 
128:3, 하박국 3:17, 아모스 4:9, 누가복음 21:37, 22:39, 스가랴 
14:4, 이사야 64:8, 마태복음 16:17, 요한복음 1:12,13, 이사야 
49:26, 예레미야 17:5, 이사야 9:19,20, 스가랴 11:9, 에스겔 
16:26, 이사야 31:3, 민수기 11:4,18-20,, 31-33, 요한복음 
6:63, 3:6, 시편 78:39, 요한복음 6:51,53-55, 이사야 1:7, 예레
미야 51:51, 2:25, 에스겔 11:8,9, 28:10, 16:32, 요엘 3:17, 시
편 54:3, 신명기 32:15,16, 예레미야 애가 5:1,2, 오바디야 11절, 
스바냐 1:8, 시편 144:7,8,11.
34-3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말씀을 통해 
주님에 의한 지각과 계발을 다시 의미한다. “너에게 냄새 좋은 향
신료”란 신성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소합향(stacte)”이란 감각적 진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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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들, 그리고 순수한 유향
(을),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을 
것이다).

35 그리고 너는 그것을 향수제조
인의 일로, 소금을 친, 순수한, 거
룩한 향, 고약을 만들 것이다.

36 그리고 너는 그것의 조금을 
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를 만나러 오는 곳, 만남의 천
막 안 증거의 궤 앞에 놓을 것이
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들 중의 
거룩일 것이다.
37 그리고 네가 만드는 향과 같
은 품질의 향을 너를 위해 만들
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 거룩인 
그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38 그것을 가지고 향기를 만들기 
위해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확실히 끊길 것이다.

애착을 의미한다. “나감향(onycha)”이란 내면의 자연적 진리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풍지향(galbanum, 풍자향)”이란 한층 더 내
면에 있는 진리들에 한 애착을 의미한다. “냄새 좋은 것들”이란 
영적 선으로부터 있는 애착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수한 유향
(frankincense)”이란 가장 깊은 진리, 이 진리는 영적 선이다를 
의미한다. “각기 같은 분량으로”란 모든 방법에서 상응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향으로 만들 것이다”란 이러한 것들
로부터의 예배를 의미한다.
 “향수제조인의 일로, 고약...”이란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으로 
주님의 신성이 역사되고 유입됨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소금을 친”
이란 선을 위하여 진리를 갈망함을 의미한다. “순수한”이란 악으
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한다. “거룩한”이란 악의 거짓으로부터 자유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조금을 빻을 것이다”란 진리들을 그것들의 
시리즈(series)로 배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의 천
막 안 증거의 궤 앞에 놓을 것이다”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만나러 오는 곳”이란 주님
의 유입하심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들 중의 거
룩일 것이다”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만드는 향과 같은 품질의 향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말 것이다”란 교회의 거룩한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는 인간의 사랑
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응용되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여호와
께 거룩인 그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란 예배는 반드시 신성으
로부터의 사랑(love Divine)을 옹호한 쪽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것을 가지고 향기를 만들기 위해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란 인간 자신의 것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에 한 애착을 
수단으로 신성한 예배를 모방함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백성들로
부터 확실히 끊길 것이다”란 천국과 (주님의) 교회(the church)
로부터 분리됨, 그리고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6, 시편 73:13, 51:4, 마가복음 9:49,50, 
누가복음 14:33-35, 마태복음 5:13,14, 예레미야 17:5,6, 스바냐 
2:9, 누가복음 17:31,32, 신명기 29:22, 민수기 11:8, 신명기 
24:6, 마태복음 24:41, 18:6, 마가복음 9:42, 계시록 18:21,22, 
예레미야 25:10, 47:1,2, 출애굽기 32:20, 신명기 9:21.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취급된 주제는 향 제단, 은을 수단으로 모든 이 각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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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보아라, 나는 유다 지파 소속,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브드엘
을 지명하여 불렀다.
3 그리고 나는 그를 하느님의 영
으로 채웠었고, 지혜있게, 그리고 
총명하게, 그리고 지식 있게, 그
리고 모든 일에 능하게 (하였다).
4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금으로, 
은으로, 놋쇠로 (만들기 위해서이
다).
5 채움을 위해 돌을 조각하려고, 
나무를 파려고, 모든 일에서 실시
하려고 해서이다.
6 그리고 나, 보라 나는 그와 더
불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주었다. 그리고 심정 
안에 슬기가 있는 모든 이 각각
의 심정에 나는 지혜를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
한 모든 것을 만들 것이다.

속죄함, 물 야와 그로부터 씻음,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과 향의 
준비이다. 내적 의미에서 “향을 태움”은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있
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심을 의미한다. “은
을 수단으로 모든 이 각각이 속죄함”은 주님을 예배함에 있는 모
든 것은 자아로부터는 아무것도 있지않은바 어느 누구도 공적을 
자기것이라고 주장할 자는 없다고 하여 모두 주님께로 돌료 드리
는 것을 의미한다. “물 야와 씻음”은 모든 예배에서 있어야 할 
첫 번째는 악으로부터 깨끗해짐을 의미한다. “기름부음의 기름을 
준비함”은 예배에 있는 사랑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을 준
비함”은 그것으로부터 예배의 품질을 의미한다.

31
내적 의미 해설

1-1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
란 말씀을 통해 주님에 의해 지각함과 계발됨이 있음을 의미한다.
 “보아라, 나는 유다 지파 소속,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브드엘
을 지명하여 불렀다”란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설립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채웠었다”란 신성한 선으로
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계발과 유입을 의미한다. “지혜있
게, 그리고 총명하게, 그리고 지식 있게, 그리고 모든 일에 능하
게”란 내적 그리고 외적 인간 안에서 의지와 이해함에 관련하여
서를 의미한다.
 “생각하기들을 생각하도록, 금으로, 은으로, 놋쇠로”란 의지로부
터 이해함 속에, 그러므로 사랑으로부터 믿음 속에 있는 내면과 
외면에 있는 선들과 진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를 의미한다.
 “채움을 위해 돌을 조각하려고”란 사랑의 선에 쓰임을 받고 있는 
믿음 속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나무를 파
려고, 모든 일에서 실시하려고”란 선의 모든 방법을 표현하기 위
해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 보라 나는 그와 더불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주었다”란 믿음으로부터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심정 
안에 슬기가 있는 모든 이 각각의 심정에 나는 지혜를 놓았다”란 
선하고 참된 것을 위하여 선하고 참된 것을 뜻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것이다”란 바깥쪽 것들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부터
의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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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남의 천막, 그리고 증거의 
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자비
석, 그리고 천막의 모든 집기들.

8 그리고 탁자와 그것의 집기들, 
그리고 순수한 등잔과 그것의 집
기들, 그리고 향의 제단.

9 그리고 태워-바침의 제단과 
그것의 모든 집기들, 그리고 야
와 그것의 받침.
10 그리고 성직 임무의 의복들, 
그리고 성직자, 아론을 위한 거룩
함의 의복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의 의복들, 성직 직분에서 섬기기 
위해서이다.
11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 그
리고 거룩을 위한 향신료의 향.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
라 그들은 실시할 것이다.

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13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들에게 말하라,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은 너희 자손에게 나
와 너 사이에 표시이기 때문이며,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 여호와
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남의 천막, 그리고 증거의 궤”란 일반적 측면에서 주님이 계
신 천국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자비의 자
리”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예배 속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들으심의 표현을 의미한다. “천막의 모든 집기들”이란 섬김을 하
고 있는 모든 선들과 진리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탁자와 그것의 집기들”이란 천적인 것으로부터 있는 영
적 선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수한 등잔과 그것의 집기들”
이란 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그리고 섬기는 것들의 표현을 의
미한다. “그리고 향의 제단”이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있는 예배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워-바침의 제단과 그것의 모든 집기들”이란 사랑의 
선 그리고 그로부터의 진리들로부터의 예배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와 그것의 받침”이란 깨끗해짐과 거듭남의 표현, 또
한 자연적인 것의 깨끗해짐과 거듭남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직 임무의 의복들, 그리고 성직자, 아론을 위한 거룩
함의 의복들”이란 그분의 천적 왕국에 인접된 주님의 영적 왕국
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란 보다 낮
은 영적인 것들의 표현을 의미한다. “성직 직분에서 섬기기 위해
서”란 구원에 관한 주님의 일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 안에 있는 신
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에 관련되는 주님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
리고 거룩을 위한”이란 표현 교회를 위하여를 의미한다. “향신료
의 향”이란 진리들로부터 있는 예배의 표현을 의미한다. “내가 너
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은 실시할 것이다”란 말씀으로부
터의 신성한 진리들에 따라, 이것들은 바깥쪽 것들에서 표현되어
져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27, 예레미야 25:14, 32:19, 35:15, 호
세아 4:9, 스가랴 1:6, 계시록 2:23, 20:13,15, 22:12, 다니엘 
12:3, 예레미야 31:33,34.
12-1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이
란 말씀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계발되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말하기를,”이란 주
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수단으로 통보함을 의미한
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 것이다”란 신성이 주님의 인간
과 합일되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있는 거룩한 생각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 표시이기 때문이며”란 이것이 
제일가는 사항인바, 이를 수단으로 천국에서 주님의 교회 속에 있
는 이들은 알게 된다를 의미한다. “너희 자손에게”란 주님의 교회
의 각각과 모든 것들에서를 의미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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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너에게 
거룩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독
하는 자,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
다. 그 날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을 위해, 그 혼은 그의 백성
들로부터 잘리울 것이다.

15 육 일 동안 일이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일곱 째  날은 안식일
의 안식일이고, 여호와께 거룩이
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16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자
손들에게 시 (an age)의 언약을 
수행하게 하려 해서이다.

17 이것은 시 를 향하여 나와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의 표시
이다. 그 이유가 육 일 동안 여호
와께서는 천국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칠 일 째에 그분은 쉬셨
고, 숨(breath)을 획득하셨기 때
문이다.
18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심을 완성하
시면서 증거의 두 판들,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진 돌의 판들을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란 신성한 인간에 관한 주님, 이
분이야말로 천국과 주님의 교회의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으로 바
라보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이 
예배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너에게 거룩이
기 때문이다”란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모든 선과 진리는 이로부
터 있다를 의미한다. “그것을 모독하는 자”란 주님에 의해서가 아
닌, 자신의 사랑들과 자아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천국으로부터 분리됨, 그리고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을 위해”란 자신을 천
국적 사랑들로부터 육체적, 세상적 사랑들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 혼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잘리울 것이다”란 
천국과 주님의 교회는 그와 더불어 있지 않고 그와 더불어 있는 
것은 지옥 뿐이다를 의미한다.
 “육 일 동안 일이 있을 것이다”란 천국적 결혼을 위해 선행되고 
준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 째 날은 안식일의 안식
일이다”란 주시한 목적이 선인 상태,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의 교
회가 됨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와께 거
룩이다”란 신성인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란 주님에 의해서가 아닌, 자아와 
자신의 사랑들에 의해 이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자
손들에게 수행하게 하려 해서이다”란 주님의 교회의 참 본질은 
주님의 인간 안에서 신성 자체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각각 그리고 모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를 의미
한다. “시 (an age)의 언약”이란 주님과의 결합이 영원함을 의미
한다.
 “이것은 시 에 나와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에 표시이다”란 이
를 수단으로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교회 속에 있
지 않은 이들과 구별되어진다를 의미한다. “육 일 동안 여호와께
서는 천국과 땅을 만드셨다”란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동안 있
었던 노동과 전투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칠 일 째에 그분은 
쉬셨고, 숨(breath)을 획득하셨다”란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 지
는 때의 선의 상태, 또는 인간이 거듭나지는 때의 선의 상태를 의
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심을 완성하
시면서, 증거의 두 돌판들을 주셨다”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과 결합하심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진 돌판
들을 주셨다”란 말씀 안에는 주님 자신으로부터의 신성한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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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다.

32

1 그리고 백성은 모세가 산으로
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었음
을 보았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
을 아론에게로 함께 모이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에게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라. 그 이유가 우리를 이집
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든 
사람, 이 모세에 관하여,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
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아론은 그들에게 말했
다, 너의 여인들, 너의 아들들, 그
리고 너희 딸들의 귀들에 있는 
금귀고리들을 떼어라, 그리고 그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2:43, 이사야 58:13,14, 예레미야 17:24,25, 
요한복음 5:8-10,18, 이사야 58:13, 마태복음 6:24, 요한복음 
3:36, 마태복음 28:18, 요한복음 10:30,38, 14:10, 17:1,10, 
13:31,32, 14:7,9, 시편 102:18, 104:30, 이사야 43:1,7.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이 내적 의미에서 취급한 주제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부
터 있는 선 안에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있
는 이들과 더불은 표현 교회(a representative church)의 설립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브살렐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고 
일일이 일들을 열거하심에서 의미되었다. 그 후에 취급된 주제는 주
님께서 표현들을 수단으로 이 교회와 결합하심이다. 이것은 거룩히 
지켜져야 하는 안식일로 의미되었다.

32
내적 의미 해설

1-6절. “그리고 백성은 모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
었음을 보았다”란 천국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아론에게로 함께 모이게 했다”란 그들은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내적인 것
으로부터 분리된 외적인 것들 쪽으로 자신들을 돌아 서 있게 했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란 권고함을 의미한다. “일
어나라, 우리에게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라”란 교리의 거짓
들 그리고 예배의 거짓들, 그러므로 우상화된 것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든 사람, 이 
모세에 관하여,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란 인간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들어 올리는 여
느 다른 신성한 진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통째로 알지 못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에게 말했다”란 내적인 것 없는 말씀의 외적
인 것, 교회의 외적인 것, 예배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너의 여
인들,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희 딸들의 귀들에 있는 금귀고리들
들을 떼어라”란 외적인 사랑들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원리
를 옹호하도록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도출해냄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란 하나 안으로 가져 옴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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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들의 귀
들에 있었던 금귀고리들을 떼었
다, 그리고 아론에게 가져왔다.
4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것
을 새기는 도구로 틀을 짰다, 그
리고 그것을 녹여 송아지로 만들
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것들이 너희 신들이다, 오 이스라
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토
지로부터 올라오게 했다.
5 그리고 아론은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 앞에 제단을 지었다. 
그리고 아론은 선포를 했다, 그리
고 말했다, 내일은 여호와
(jehovah)께 축제일이다.
6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태워-바침들을 
드렸다, 그리고 평화-바침들을 
가져 왔다. 그리고 백성은 먹고 
마시기 위해 앉았다, 그리고 놀기 
위해 일어났다.

7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 
그 이유가 네 백성은 자신들을 
썪게 했다, 이들은 네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들었던 
이들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들의 귀들에 있었던 금귀고리들을 떼었
다, 그리고 아론에게 가져왔다”란 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받았다”란 그들의 자
신인 것을 옹호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도
구로 틀을 짰다”란 그들 자신의 총명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것으로 녹여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다”란 그 국가의 사랑들
의 기쁨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것들이 
너희 신들이다, 오 이스라엘아”란 모든 것들 그 위에서 예배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
게 했다”란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보았다”란 승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 
앞에 제단을 지었다”란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선포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은 여호와(jehovah)께 축제일이다”란 
이것은 경축되어져야 하는 교회의 참 본질이고, 그리고 영구히 숭
배되어져야 하는 참 신성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란 그들 사랑들에 의해 
자극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워-바침들을 드렸다, 그리고 평화
-바침들을 가져왔다”란 자기들 사랑들로 예배함, 그러므로 이런 
사랑들의 기쁨들 속에서 예배함,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거짓들
로부터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백성은 먹고 마시기 위해 앉
았다”란 이런 것들을 제 것으로 만듬을 의미한다. “그리고 놀기 
위해 일어났다”란 그 결과로 그들의 내면들의 축제, 그리고 동의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2:1-13, 이사야 30:22, 40:19,20, 44:9-13, 
예레미야 10:14, 51:17, 하박국 2:18, 이사야 21:9, 42:17, 48:5, 
호세아 11:2, 미가 1:7, 호세아 13:2, 신명기 27:15, 시편 115:4, 
135:15, 예레미야 1:16, 10:3,4, 출애굽기 20:25, 신명기 27:5, 
열왕기상 6:7, 예레미야 46:20,21, 시편 106:19,20, 호세아 13:2, 
이사야 34:7, 27:10,11, 시편 68:30, 예레미야 34:18-20, 호세아 
8:4-6, 이사야 14:4,9,12-15, 예레미야 30:18,19, 314,12,13, 
스가랴 8:5, 시편 149:2,3, 150:4, 30:11, 예레미야 애가 5:15, 
시편 104:25,26.
7-1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이스라엘 국
가, 그것의 내부 품질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란 그들의 외적인 것들을 주시함을 의미한
다. “그 이유가 네 백성은 자신들을 썪게 했다”란 그들은 신성으
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하게 돌아서게 했다를 의미한다. “이들은 네
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만들었던 이들이다”란 네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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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
던 길로부터 갑자기 뒤로 갔다. 
그들은 그것들로 녹여 만든 송아
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숭
배했다, 그리고 그것에 제사를 지
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들이 
너의 신들이다, 오 이스라엘, 이
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
터 올라오게 했다.
9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
했다, 나는 이 백성을 보았었다, 
그리고 바라보라 그것은 목덜미
가 뻣뻣한 백성이다.
10 그리고 너는 나를 하게 내버
려두라, 나의 분노는 그들에 맞서 
뜨거운 랍일런지 모른다, 그리
고 나는 그들을 사를 것이다. 그
리고 나는 너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11 그리고 모세는 그의 하느님 
여호와의 얼굴에 애원하였다, 그
리고 말했다, 어찌하여, 오 여호
와여, 당신의 분노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의 토지로부
터 데려온 당신의 백성에 맞서 
뜨거운 랍일 것입니까?
12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은 이야
기 하기를, 그분은 악 안으로 그
들을 데려다 놓아, 산에서 죽이는
구나, 그리고 그들을 땅의 얼굴 
위로부터 살라버린다 하고 말합
니다. 당신의 분노의 진노하심을 
되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
성에 한 악을 후회하십시오.
13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당신
의 종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

성쪽으로 인도되어지리라고 믿었던 그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길로부터 갑자기 뒤로 갔다”란 
그들은 신성한 진리로부터 자신들을 옮겼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것들로 녹여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다”란 이 국가의 사랑들의 
기쁨에 따라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다, 그리
고 그것에 제사를 지냈다”란 그들은 이것을 선 자체로서 그리고 
진리 자체로서 예배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들이 
너의 신들이다, 오 이스라엘”이란 이것이 모든 것들 위에서 숭배
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오게 했다”란 이것이 그들을 인도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했다”란 더 가르치심을 의미한다. 
“나는 이 백성을 보았었다”란 예견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라보라 그것은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다”란 그들은 주님으로
부터 있는 유입을 받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하게 내버려두라”란 거기에 그렇게 완강한 주
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나의 분노는 그들에 맞서 뜨
거운 랍이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를 것이다”란 그
러므로 그들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그러므로 신성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돌아서게 했음으로 그들은 멸망이 꼭 필요하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나는 너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말씀은 선이고 특출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하느님 여호와의 얼굴에 애원하였다”란 자
비에 있으신 주님이 기억하셨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어
찌하여, 오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가...뜨거운 랍일 것입니까?”
란 이 국가는 돌아서 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데려온 당신의 백성에 맞서”란 이로부터 조차 승강이 있음을 의
미한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란 신성한 권능 덕택에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은...하고 말할 것이다”란 내적인 것들에로 
들려진 이들을 염려하는 외적인 것들에만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분은 악 안으로 그들을 데려다 놓아, 산에서 죽이는도다”란 선 
안에 있는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을 땅
의 얼굴 위로부터 살라버린다”란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당신의 분노의 진노하심을 되돌리십시오”란 
이 국가의 돌아 섬은 상처입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한 악을 후회하십시오”란 그들을 위한 자비를 
의미한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란 천국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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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들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
하시기를, 나는 네 씨를 천국들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이 모든 토
지를 나는 네 씨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 를 위해 그것
을 상속받을 것이다.
14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치실 것이다고 말하
셨던 악을 후회하셨다.

15 그리고 모세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갔다, 그
리고 증거의 두 판들이 그의 손
에 있었다. 이 판들은 두 횡단
(crossing)들로 쓰여졌다, 여기 
위에 그리고 여기 위에 그것들이 
쓰여있었다.
16 그리고 이 판들은 하느님의 
일이었다, 그리고 필체는 하느님
의 필체였고, 판들 위에 새겼다.
17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함치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에 전
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외침의 목소리가 아
니다, 그것은 정복되어짐을 위한 
외침의 소리도 아니다. 비참한 외
침의 목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

들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맹세하셨고”란 신성에 의해 확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시기를”이란 예견과 섭리를 의미
한다. “나는 네 씨를 천국들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란 
선들과 진리들, 그리고 이것들에 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
고 내가 말했던 이 모든 토지를 나는 네 씨에게 줄 것이다”란 이
로부터 천국과 주님의 교회가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 를 위해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다”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치실 것이다고 말하
셨던 악을 후회하셨다”란 그들을 위한 자비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17, 시편 44:18, 예레미야 5:6, 8:4,5, 
49:8, 6:16, 7:3-5, 10:2, 17:10, 18:15, 32:39, 시편 25:4,5, 사
사기 5:6, 이사야 30:11,21, 33:8, 35:8, 40:3,14, 49:9,11, 59:8, 
62:10,11, 43:16,19, 신명기 27:18, 마태복음 22:9, 요한복음 
14:6, 이사야 2:2, 미가 4:1, 시편 72:3, 148:9, 68:15,16, 신명기 
33:15,16, 예레미야 18:10, 26:3, 에스겔 5:13, 아모스 7:3,6, 신
명기 32:36, 요나 3:9,10, 창세기 6:6, 사무엘상 15:11,35, 민수
기 23:19, 사무엘상15:29, 요엘 2:13, 요나 4:2, 마태복음 8:11.
15-20절. “그리고 모세는 뒤를 보았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
갔다”란 말씀이 천국으로부터 내려가도록 허락됨을 의미한다. “그
리고 증거의 두 판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란 특별한 측면에서 그
리고 일반적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 판들은 두 횡
단들로 쓰여졌다, 여기 위에 그리고 여기 위에 그것들이 쓰여 있
었다”란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인류와의 결합이 있다, 또는 천
국과 세상의 결합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판들은 하느님의 일이었다, 그리고 필체는 하느님의 
필체였고, 판들 위에 새겼다”란 말씀 속의 외적 그리고 내적 의미
는 신성으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함치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란 이 국
가의 내면들의 품질에 관하여 조사하고 주목해봄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에서 전쟁의 목소리입니다”란 천
국과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
짓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외침의 목소리가 아니
다, 그것은 정복되어짐을 위한 외침의 소리도 아니다”란 천국은 
이쪽 측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지옥은 저쪽에서 활동을 펼침, 그
러므로 진리가 거짓에 맞서고, 거짓이 진리에 맞서고 있다를 의미
한다. “비참한 외침의 목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란 그들의 내면들
은 통곡해야 마땅한 상태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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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리고 그가 진영 가까이 오
게 되었다, 그는 송아지와 춤들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분노로 뜨
거운 랍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으로부터 판들을 던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산 아래에서 깨
트렸다.

20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만든 송
아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웠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
로 되기 까지 갈았다, 그리고 그
것을 물들의 얼굴들 위에 흩뿌렸
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마시게 했다.

21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
다, 이 백성이 네게 무엇을 했기
에 너는 그들에게 이 큰 죄를 가
져왔느냐?
22 그리고 아론은 말했다, 네 분
노가 뜨거운 랍이 되게 말라, 
나의 주여. 너는 이 백성이 악 안
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3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했
다, 우리에게 신들을 만들어다오, 
그것이 우리 앞에 가게 하라. 그 
이유가 우리를 이집트의 토지에
서 올라오게 만든 이 사람, 모세
에 관하여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
다, 누가 금을 가지고 있든 너희

 “그리고 그가 진영 가까이 오게 되었다”란 자옥, 그때 당시 이 
국가는 이 안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는 송아지와 춤들을 보았
다”란 지옥적인 예배, 이 예배가 이 국가의 외적 사랑들에 따라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있는 내면의 축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분노로 뜨거운 랍이 되었다”란 이 국가가 말씀과 교회
와 예배 속의 내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는 그의 손으로부터 판들을 던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산 아래에서 
깨트렸다”란 말씀의 외적 의미는 이 국가 때문에 바뀌었고 달라
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왔다”란 이 국가의 우상 
예배의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웠다”란 자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모두로부터 파생된 것의 운명은 지옥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되기 까지 갈았다”란 거기로부
터 있는 지옥의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물들의 얼굴들 
위에 흩뿌렸다”란 진리들과 혼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의 아들들이 마시게 했다”란 이 국가에 어울려지고 결합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4:1,4,28, 신명기 10:1-4, 출애굽기 
32:7,34, 33:1-3, 창세기 15:9,10,12,17, 아모스 4:10.
21-25절.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란 이와같은 외적인 
것에 관하여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백성이 
네게 무엇을 했기에 너는 그들에게 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란 
이 국가가 신성으로부터 그 자체를 그렇게 돌아서게 된 것은 어
찌되어서인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은 말했다”란 그것이 지각되어졌음을 의미한다. “네 
분노가 뜨거운 랍이 되게 말라, 나의 주여”란 내적인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자체 돌아선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너는 이 
백성이 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란 이 국가는 외적인 것
이 거룩한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다를 의미한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란 권고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신들을 
만들어다오, 그것이 우리 앞에 가게 하라”란 교리와 예배 속의 거
짓들, 그러므로 우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를 이
집트의 토지에서 올라오게 만든 이 사람, 모세에 관하여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란 어떤 다른 신성
한 진리가 말씀 안에 있어 인간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
으로까지 들리게 하는지,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지에 이 
모두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누가 금을 가지고 있든 너희는 
그것을 떼어내라”란 외적인 사랑들의 기쁨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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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을 떼어내라. 그리고 그들
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다, 그리고 
거기서 이 송아지가 나왔다.

25 그리고 모세는 백성이 느슨해
진 것을 보았다, 그 이유가 아론
이 그들을 느슨하게 만들어 이들
이 그들에 맞서 봉기함으로 그들
을 좌절되게 했기 때문이다.

26 그리고 모세는 진영의 문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누가 여호
와를 위한 자이냐? 나에게 오라. 
그리고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그
에게 함께 모여들었다.
27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
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너희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넓적 다리에 
그의 검을 놓으라, 그리고 너희는 
진영에서 문으로부터 문 까지 통
과하여 되돌아 오라, 그리고 너희
는 그의 형제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 사람, 그리고 그의 이웃 사
람을 죽여라.
28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은 모세
의 말에 따라 행동했다. 그리고 
거기서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그 백성에서 떨구어졌다.
29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너희
는 오늘 여호와께 너희 손을 채
운다(fill), 그 이유가 사람이 그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끌어냄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란 단 하나로 모든 것
을 함께 가져다 놓음, 그리고 그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다, 그리고 거기서 이 송아지가 나왔다”란 자아
와 세상 속의 사랑들, 이로부터 그리고 이것에 따라 이와 같은 예
배가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이 느슨해진 것을 보았다”란 이 국가가 내적
인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신성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내적인 
것에 의해 지각되어 졌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아론이 그들을 
느슨하게 만들어...”란 이것은 그들이 사랑했던 외적인 것들로부터 
였다를 의미한다. “이들(원수)이 그들에 맞서 봉기함으로 그들을 
좌절되게 했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들과 거
짓들에 저항할 모든 힘이 결핍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3:1,2, 17:7-9, 27:12,13, 44:4,5, 54:3,4, 
59:1-3, 레위기 26:15,36,37, 신명기 32:30.
26-29절. “그리고 모세는 진영의 문에 섰다”란 지옥쪽으로 열림
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했다, 누가 여호와를 위한 자
이냐? 나에게 오라”란 내적인 것들로부터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 함께 모
여들었다”란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권면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하신다”란 주님에 의하여를 의
미한다. “너희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넓적 다리에 그의 검을 놓으
라”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악으로부터의 거짓에 맞서 싸움을 의
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진영에서 문으로부터 문 까지 통과하여 
되돌아 오라”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 쪽으로 열린 어떤 
것이 있는 곳 어디에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형제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 사람, 그리고 그의 이웃 사람을 죽여라”
란 어떤 수용함이나 소통함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 진
리 그리고 이것과 연계되는 모든 것의 그 어떤 유입도 없게 마감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행동했다”란 이것이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성취되었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거기서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백성에서 떨구
어졌다”란 내적의 것을 닫아버림이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 너희 손을 채운다
(fill)”란 천국들에서 신성한 진리가 소통되고 받아들임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사람이 그의 아들에 맞서고, 그리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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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에 맞서고, 그리고 그의 
형제에 맞서 있기 때문이다. 그분
께서는 오늘 너희 위에 축복을 
수여하실 것이다.

30 그리고 이 날이 지난 후, 모
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범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호와께로 올라 갈 것이다. 아마
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속
죄를 만들런지 모른다.

31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로 되
돌아 와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이 백성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습
니다.
32 그리고 지금 만일 당신이 그
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바라옵건  저를 
당신이 쓰시는 당신의 책으로부
터 삭제하십시오.
33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나에게 맞서 죄지은 그
를, 나는 내 책으로부터 삭제할 
것이다.
34 그리고 지금 가라, 백성을 내
가 너에게 말했던 곳으로 인도해
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 방문의 날에 
나는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의 죄
를 방문할 것이다.

형제에 맞서기 때문이다”란 천국으로부터의 진리와 선이 외적인 
것 안으로 들어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적인 것이 닫혀질 때를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오늘 너희 위에 축복을 수여하실 것이다”
란 말씀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과 결합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18, 창세기 22:17, 24:60, 시편 69:12, 
127:5, 시편 24:7-10, 마태복음 10:34-38, 10:21, 누가복음 
14:26,27,33, 예레미야 6:19,21, 13:14, 46:16, 이사야 19:2.
30-35절. “그리고 이 날이 지난 후”란 유  국가에서 주님의 교
회가 끝장을 보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예배의 존속 기간을 의
미한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범했었다”란 
완전히 돌아섬 그리고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
호와께로 올라 갈 것이다”란 여호와에게로 내면의 것들이 들려짐
을 의미한다. “아마도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속죄를 만들런지 
모른다”란 이렇게 완전하게 자신들을 돌아서게 한 자들과 더불은 
주님의 신성한 권능 덕택에 따른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로 되돌아 와서”란 결합을 의미한다.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이 백성은 큰 죄를 지었습니
다”란 이 국가가 완전히 돌아섰고 신성으로부터 그 자체 옮겨졌
다 할지라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
을 만들었습니다”란 그들은 지옥적 기쁨을 예배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면!”이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신성으로부터의 이런 돌아섬이 방해가 되지는 않
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바라옵건  저를 
당신이 쓰시는 당신의 책으로부터 삭제하십시오”란 말씀 속의 내
적인 것, 그리고 교회 속의 내적인 것, 그리고 예배 속의 내적인 
것은 멸해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나에게 맞서 죄지은 그
를, 나는 내 책으로부터 삭제할 것이다”란 자신을 신성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이들은 멸해질 것이다는 답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가라,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곳으로 인도해
라”란 이 국가는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주님
의 교회가 그것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보라 내 천
사가 네 앞에 갈 것이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진리는 인
도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방문의 날에 나는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의 죄를 방문할 것이다”란 세세한 측면에서 일반적 측
면에서 있는 그들의 마지막 상태, 즉 심판(Judgement)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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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세게 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것을 아론이 만들었다.

33

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 가라, 여기로부터 올라
가라, 너와 네가 이집트의 토지로
부터 올라 오게 만든 백성은 내
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세게 치셨다"란 이스라엘 국가와 
더불어 진리의 황폐와 선의 황폐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란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예배 
때문에를 의미한다. “이것을 아론이 만들었다”란 이것은 그들만이 
사랑했던 외적인 것들로부터 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9:24,27, 마태복음 24:34, 다니엘 12:1, 계시
록 3:5, 21:27, 20:12,15, 13:8,17:8.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의 내적 의미에서 묘사되는 것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사
이에서는 설립되어 질 수 없었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내
적인 것도 없이 오로지 외적인 것에만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 그
리고 그들이 천국과 교회 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적인 것들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닫혀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백성이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에만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 신 숭배한 “금송아지”로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과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내적인 것이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는 것은 법의 판들이 모세에 
의해 부셔진 것,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먼지(가
루)들을 흩뿌리고, 그들로 마시게 한 것, 그리고 또한 삼천 명의 
숫자가 레위의 아들들에 의해 진영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에서 의
미되고 있다.
 내적 의미에서 더 묘사한바, 비록 교회가 그들 사이에서 설립되어 
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 사이에 주님의 교회의 최말단들
인 표현(representative)은 존재했다. 이 한도에서 말씀(the Word)은 
씌여져야 하리라는 것, 말씀은 이런 최말단들에서 마감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함에서 
의미되고 있다.

33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이스라엘 국
가와 더불은 교회와 예배의 품질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가
라, 여기로부터 올라가라, 너와 네가 이집트의 토지로부터 올라 
오게 만든 백성은...땅으로 가라”란 이 국가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
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국가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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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라
고 말한 땅으로 가라. 

2 그리고 나는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족, 아모리족, 그리고 헷족, 그리
고 여부스족을 몰아 낼 것이다.
3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라). 나는 너희 한가운데에서 가
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
는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기 때
문이다. 어쩌면 나는 길에서 너희
를 살라버릴지 모른다.

4 그리고 백성은 이 악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슬펐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 
위에 그의 장신구를 놓지 않았다.
5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한 순간만이라도 
너희의 한가운데로 올 것이다면,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장신구를 너희 위로부
터 내려 놓으라, 그리고 나는 내
가 너희에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6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호렙 산 근처에서, 그들의 장신구
를 떼어 자신들을 벌거숭이로 만
들었다.

이 국가는 외적인 것들로부터 들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한...”이란 그것은 주님으
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그리고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란 주님의 신성으로부
터 교회와 교회의 예배가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가나안
족, 아모리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여부스족을 몰아 낼 것이다”란 
교회와 교회의 예배로부터 모든 악들과 거짓들을 내던질 것이다
를 의미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란 믿음의 선과 사랑의 선으로
부터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너희 한가운데
에서 가지 않을 것이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그 국가 자
체와 더불어 있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덜미
가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신성으로부터 어떤 유입
도 받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어쩌면 나는 길에서 너희를 살라버
릴지 모른다”란 행여 신성인 것이 이 국가와 더불어 안으로 흐르
고 있다면 그것은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7:27, 말라기 3:1.
4-6절. “그리고 백성은 이 악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슬
펐다”란 그들의 슬픔은 그들이 타인들 보다 더 특출하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 위에 
그의 장신구를 놓지 않았다”란 그들의 외적인 것의 품질에는 신
성인 것이 결여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
다”란 이 국가는 신성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지 않을 것이다를 의
미한다. “내가 한 순간 만이라도 너희의 한가운데로 올 것이다면,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란 만일 신성인 것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그들은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금 너희 장신구를 너희 위로부터 내려 놓으라”란 그들의 외
적인 것의 품질에는 신성인 것이 결여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이 방법에서만 
어떤 것이 그들과 더불어 출시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자신들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란 그들과 더불은 외적인 것들 안에는 신성
한 진리가 빠져 있다를 의미한다. “호렙산 근처”란 예배의 외적인 
것들에서, 주님의 교회의 외적인 것들에서, 말씀의 외적인 것들에
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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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모세는 천막을 가져왔
다, 그리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
진, 진영 밖에 스스로 그것을 펼
쳤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
께 문의하는 모든 이 각각은 진
영 밖인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8 그리고 모세가 천막으로 나갔
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천막의 문에서 서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천막 안으로 들어 갈 때
까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9 그리고 모세가 천막 안으로 들
어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왔
다, 그리고 천막의 문에서 서있었
다, 그리고 모세와 말을 했다.
10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천막의 
문에서 서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
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천막의 문에서 (있
었다).
11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면하
여 모세에게 말하셨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말하듯 했
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눈의 아들 모세를 
섬기는 소년 여호수아는 천막의 
한가운데로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10-14, 이사야 3:18-25, 사무엘하 1:24, 
시편 29:2, 이사야 49:17,18, 예레미야 4:30, 호세아 2:13.
7-11절. “그리고 모세는 천막을 가져왔다”란 예배와 교회와 말씀
의 거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 스스로 그것을 펼쳤다”란 이 국가가 있었던 외적인 것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만남의 천
막이라 불렀다”란 예배와 교회와 말씀의 외적인 것 안에 내적인 
것이 들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문의하는 모든 
이 각각은 진영 밖인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란 교회와 예배의 선
과 진리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이 국가기 있었던 외적인 것들과
는 한층 먼 말씀의 외적인 것을 수단으로 모든 이 각각에게 주어
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천막으로 나갔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천막의 문에서 서있었다”란 이 국
가는 말씀과 교회와 예배의 외적인 것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의 바깥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천막 안으로 
들어 갈 때까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란 그들도 말씀과 교회
와 예배의 외적인 것을 보지만 그것은 그들의 납득함으로부터 사
라진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천막 안으로 들어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왔
다, 그리고 천막의 문에서 서있었다, 그리고 모세와 말을 했다”란 
말씀이 그들의 납득함으로부터 자취를 감춘 후, 짙은 희미함이 밖
으로부터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럼에도 내부로부터서는 명료한 지
각이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천막의 문에서 서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
다”란 조 한 희미함이 바깥으로부터 그들을 사로 잡았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자신을 굽혀 절했다, 모든 
사람 각각은 그의 천막의 문에서 (있었다)”란 이 국가는 거룩한 
방법에서 그들의 외적인 것을 숭배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면하여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말씀에 있
는 신성한 것들은 함께 결합되고 있다를 의미한다. “마치 어떤 사
람이 그의 이웃에게 말하듯 했다”란 진리와 선의 결합을 의미한
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되돌아 왔다”란 이 국가가 있는 외적
인 것으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눈의 아들 모세를 섬기는 소년 여
호수아는 천막의 한가운데로부터 움직이지 않았다”란 그러는 동
안 신성한 진리는 모세의 장소에서 교회와 예배의 거룩한 것들을 
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1,2,예레미야 4:20, 10:20,21,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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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
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말하십니다, 이 백성을 올라가게 
하라. 그리고 당신께서는 누구를 
나와 더불어 보낼 것인지를 나에
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리고 당신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내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
다.
13 그리고 지금 바라옵건 , 만
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바라건  저로 당신
의 길을 알게 하소서, 제가 당신
을 알도록 하소서, 그 이유는 제
가 당신의 눈들에서 은총을 찾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당신의 백성임을 보십시오.
14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 
얼굴들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15 그리고 그는 그분에게 말했
다, 만일 당신의 얼굴들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
라 가게 하지 마옵소서.
16 어떻게 하여야 과연 나와 당
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들에서 은
총을 발견한 줄을 알게 됩니까? 
당신의 가심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면의 
얼굴들에 있는 모든 백성 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은 특출함을 드
러낼 것입니다.
17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나는 네가 말한 이 말 

15:1,2, 61:4, 아모스 9:11, 예레미야 30:18, 6:2,3, 49:28,29, 호
세아 9:5,6, 시편 78:51.
12-17절.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다”란 신성, 그러므로 교
회 자체가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았음에 분노함을 의미한다. “보
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말하십니다, 이 백성을 올라가게 하
라”란 주님의 교회가 이 국가와 더불어 있을 것이라는 엄숙한 약
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누구를 나와 더불어 보낼 것
인지를 나에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란 이것은 신성의 후원 
없이 있어질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은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란 그의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내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란 그는 이 국가 너머에서 관
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여 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바라옵건 , 만일 제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
했다면”이란 만일 그가 이런 근거로 받아졌다면을 의미한다. “바
라건  저로 당신의 길을 알게 하소서, 제가 당신을 알도록 하소
서”란 그들과 더불은 신성의 본성이 무엇일지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제가 당신의 눈들에서 은총을 찾았기 때문
입니다”란 그가 이 백성 넘어에서 관장하는 것이 받아졌기 때문
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국가는 당신의 백성임을 보십시오”
란 그들은 신성이 그들의 모든 것들 넘어 있는 유일한 백성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내 얼굴들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란 교회 속의 신성, 예배 속의 신성, 말
씀 속의 신성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자체와 더불어
서는 그것 없이 외적인 것만 거기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분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의 얼굴들이 가지 않는
다면, 우리를 여기로부터 올라 가게 하지 마옵소서”란 만일 신성
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교회속의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를 의미한다.
 “어떻게 하여야 과연 나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눈들에서 은총
을 발견한 줄을 알게 됩니까? 당신의 가심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란 만일 신성이 그들 사이에서 명백해진다면 다른 사
람 위에서 영접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면의 얼굴들
에 있는 모든 백성 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은 특출함을 드러낼 것
입니다”란 그런 그들의 결과 주님의 교회가 있는 세상 전체에 있
는 모두에게 특
출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나는 네가 말한 이 말 
역시 행할 것이다”란 신성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교회, 예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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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행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
는 내 눈들에서 은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18 그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옵
건  나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19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
는 내 모든 선을 너희 얼굴 넘어 
지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
희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은총을 
보여준 자에게 은총을 보일 것이
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비를 보
여준 자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다.
20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너
는 내 얼굴들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이 나를 보고 살아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와 더불은 장소를 바라보라, 그
리고 너는 바위 위에 서있을 것
이다.
22 내 영광이 지나가는 때가 있
을 것이다, 나는 너를 바위의 틈
에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
나 갈 때까지, 너를 내 손의 손바
닥으로 덮을 것이다.
23 그리고 나는 내 손의 손바닥
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뒤 부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들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
다.

씀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너는 
내 눈들에서 은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름으로 너
를 안다”란 그는 그의 품질 때문에 받아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8:20,21, 이사야 37:17, 예레미야 24:6, 시
편 33:18, 11:4, 예레미야 14:3,4, 이사야 23:17,18, 시편 
104:30.
18-23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바라옵건  나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란 외적인 것 안에 있는 내적인 신성한 진리에 주
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나는 내 모든 선을 너희 얼굴 넘어 지
나가게 만들 것이다”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외적인 것 넘
어 있는 천국과 주님의 교회 속의 모든 신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희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청할 것이다”란 거기에 신성한 예
배로부터의 거룩인 것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은
총을 보여준 자에게 은총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비
를 보여준 자에게 자비를 보일 것이다”란 신성한 진리와 선은 그
것을 받는 이들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너는 내 얼굴들을 볼 수 없다”란 교회
와 예배와 말씀 속의 내면적 거룩한 것들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나타날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나를 보고 살아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란 신성 그 자체는 그것 자체 그 로는 보
여질 수 없다, 그러나 천국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있는 상태로는 
가능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나와 더불은 장소를 바라보라, 그
리고 너는 바위 위에 서있을 것이다”란 하느님을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란 말씀 속, 예배 속, 교
회 속의 내면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나는 너를 바위의 틈에 놓을 
것이다”란 내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것과 같은 것, 즉 희미함과 믿음 속의 거짓을 의미한다. “그
리고 내가 지나 갈 때까지, 너를 내 손의 손바닥으로 덮을 것이
다”란 내적인 것을 닫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손의 손바닥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뒤 
부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들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란 그들은 말씀의 외적인 것들, 예배의 외적인 것들을 볼 것이고, 
내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6,8, 58:8, 66:10,11, 스가랴 2:5, 계시록 
21:10,11,23-25, 누가복음 2:30-32, 요한복음 1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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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너는 이전의 것들과 같
은 돌 판들을 자르거라(hew), 그
리고 나는 네가 깨트린 것, 이전 
판들 위에 씌여진 말들을 이 판
들에 쓸 것이다.
2 그리고 너는 아침 때 까지 준
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오르거
라, 그리고 시내 산 머리 위 거기

1:1,9,14, 17:24, 누가복음 24:30, 출애굽기 16:10, 24:16,17, 
40:34,35, 민수기 16:42, 열왕기상 8:10,11, 계시록 15:8, 이사야 
30:18, 시편 26:3, 36:5, 85:10, 89:1,2,14, 요한복음 
14:21,23,24, 1:18, 5:37, 마태복음 11:27, 8:56,58, 이사야 
63:8,9, 출애굽기 23:20,21, 요한복음 10:30, 1:1,3,14, 16:28, 
17:5, 8;58, 마태복음 18:10, 계시록 3,4, 민수기 6:25,26, 시편 
4:6, 13:1, 27:8, 67:1, 80:3,7,19, 102:1,2, 104:29, 이사야 
59:2, 예레미야 33:5, 에스겔 7:22, 미가 3:4, 마태복음 
20:21,22,25-27, 이사야 7:18,19, 2:20,21, 예레미야 16:15,16, 
49:15,16, 오바디야 3,4절, 에스겔 8:16, 예레미야 15:6, 7:24.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의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앞 장에 이어 계속되는 이스
라엘 국가에 관하여 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이 장은 예배에 관련
하여 그것의 품질, 그러므로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그것의 품질에 관한 것이다. 1절로부터 6절 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비록 그들이 예배와 교회 속의 외적인 것들인 표현 안에 있다 할지
라도 아직 그들과 더불어 신성으로부터의 어떤 것도 있는 것은 아
니다는 것, 그 이유는 내적인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서
이다. 7절부터 17절 까지의 내용은 이렇다. 예배 자체에서, 그것 자
체만을 떼어 생각한다면, 그들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므로, 거기에 신
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18절부터 23절 까지는 이러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에 의하여 보여지지도 않고 지각되지도 않
는다.

34
내적 의미 해설

1-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란 이스라엘 국가
에 관한 결말을 의미한다. “너는 이전의 것들과 같은 돌 판들을 
자르거라”란 이 국가의 현재 평가 수준(account)과 같은 말씀과 
주님의 교회와 예배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깨트린 것, 이전 판들 위에 씌여진 말들을 이 판들에 쓸 것이다”
란 (말씀과 주님의 교회와 예배 속의) 내면의 신성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이들의 외적인 것들 안에 역시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침 때 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오르거라”란 
신성한 진리의 계시에 관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
내 산 머리 위 거기서 나를 나타내라”란 신성한 사랑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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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 앞에 서라.(stand for Me).
3 그리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아무도 모든 산에서 보여져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양떼나 목축
이 이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할 것
이다.
4 그리고 그는 이전의 것들과 같
은 두 돌 판을 잘랐다. 그리고 모
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
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로,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
고 그의 손에는 돌들의 두 판들
이 있었다.
5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에 내
려 오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와 
함께 서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
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6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들 넘어 지나갔다, 그리고 불렀
다, 여호와, 여호와, 하느님, 자비
하시고 은혜이신 분, 성내심을 오
래 참으시는 분, 그리고 선함에서 
그리고 진리에서 위 하신 분.
7 수천들(thousands)에 선함을 
보관하시는 분, 불법, 그리고 위
법, 그리고 죄를 가져가시는 분. 
그리고 죄를 용서함에서 용서하
지 않을 분, 조상의 불법을 벌함
은 아들들 위에, 그리고 아들들의 
아들들 위에, 삼 들과 사 들 위
에 있게 하시는 분.

8 그리고 모세는 성급해졌다, 그
리고 자신을 땅으로 구부렸다, 그

장 깊은 천국으로부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란 이스라엘 
국가는 신성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하
여 아무도 모든 산에서 보여져서도 안될 것이다”란 그들은 신성
한 진리로부터 확실히 이동되어져 있어왔다, 그러므로 그것의 바
깥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떼나 목축이 이 산 앞에서 먹
이지 못할 것이다”란 그들은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내면과 외면
의 선에 관하여 가르쳐질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것들과 같은 두 돌 판을 잘랐다”란 이스라
엘 국가의 평가 수준과 같은 예배와 교회와 말씀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란 신성한 진리의 계시가 새로이 시작됨을 의미
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로”란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돌들의 두 판들이 
있었다”란 이스라엘 국가의 평가 수준과 같은 예배와 교회와 말
씀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에 내려 오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와 함
께 서셨다”란 신성이 있는 말씀의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란 믿음과 사랑으로부터의 진
리들과 선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들 넘어 지나갔다”란 외적인 것들 
넘어 있는 내적인 신성한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렀다, 여호
와, 여호와, 하느님, 자비하시고 은혜이신 분”이란 신성 자체, 신
성한 인간, 그리고 신성이 진행됨, 이로부터 모든 선이 있다를 의
미한다. “성내심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란 신성의 온유하심을 의
미한다. “그리고 선함에서 그리고 진리에서 위 하신 분”이란 그
분은 선 자체, 진리 자체이시다를 의미한다.
 “수천들에 선함을 보관하시는 분”이란 영원(히)을 의미한다. “불
법, 그리고 위법, 그리고 죄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란 악의 제거,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거짓의 제거, 그리하여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죄를 용서함에서 용서하지 않을 분”이
란 극치(cosummation, 종말,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참으심, “조
상의 불법을 벌함은 아들들 위에, 그리고 아들들의 아들들 위에 
있게 하시는 분”이란 길고 긴 시리즈로 있는 악들과 이 악에서 
파생된 거짓을 규탄하고 거절함을 의미한다. “삼 들과 사 들 위
에”란 거짓들과 이 거짓들로부터의 악들을 (규탄하고 거절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성급해졌다, 그리고 자신을 땅으로 구부렸다, 그
리고 경배했다”란 그때 당시 유입됨으로부터 외적인 것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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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경배했다.
9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일 제가 
당신의 눈들에서 은총을 발견하
기라도 한다면, 부디 오 주여 주
께서는 우리들의 한가운데에서 
가시옵소서. 그 이유가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에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당신의 
상속(물)로 만드십시오.

10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바
라보라 나는 언약을 만든다, 네 
백성 앞에서 나는 경이로운 것들
을 행할 것이다, 이런 것은 모든 
땅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서 
창조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네가 
있는 자들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일을 볼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내가 너와 더
불어 행할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
이다.
11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
한 것을 준수하라. 바라보라, 나
는 네 얼굴들로부터 아모리족, 그
리고 가나안족 그리고 헷족, 그리
고 브리스족, 그리고 히위족, 그
리고 여부스족을 몰아 낼 것이다.
12 너는 네가 가는 그 토지의 주
민과 언약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
하라, 그것이 너희의 한가운데에
서 올무가 되어 가지 않도록 유
념해야 할 것이다.

받아 들여짐, 그리고 굴욕함(humiliation)으로부터 예배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만일 제가 당신의 눈들에서 은총을 발견하
기라도 한다면, 오 주여”란 이와같은 외적인 것이 받아졌기 때문
에를 의미한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한가운데에서 가시옵소서”란  
신성이 그것에서 안쪽에 있을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란 비록 이스라엘 국가가 
신성을 내면적으로 받을 수 없을 지라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에 호의를 베푸시고”란 거짓들과 악들로 
그득한 그들의 내면들이 제거될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우리를 
당신의 상속(물)로 만드십시오”란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는 거기
에 있을 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9,30, 시편 8:6,7, 요엘 1:15,18, 예레
미야 3:24, 이사야 65:9,10, 호세아 5:6, 마태복음 19:17, 요한복
음 14:6, 예레미야 30:4,11-13, 46:28, 예레미야 애가 4:22, 다
니엘 9:24,27, 마태복음 13:39,40, 24:3, 28:20.
10-11절. “그리고 그분은 말하셨다, 바라보라 나는 언약을 만든
다”란 주님과 인류의 결합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이것은 제1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네 백성 앞에서 나는 경이로운 것들을 행할 
것이다”란 말씀 안에는 교회를 위하여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 안
에 신성이 있다를 의미한다. “이런 것은 모든 땅에서, 그리고 모
든 국가들에서 창조 되지 않았었다”란 이와같은 신성은 주님의 
교회가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도 결코 있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있는 자들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일을 볼 것이다”란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모든 
이들은 그 안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것이 내가 너와 더불어 행할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란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있는 말씀의 품질을 의미한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란 만일 그들이 
영원한 진리 속에 있는 제1인 것들을 행한다면을 의미한다. “바라
보라, 나는 네 얼굴들로부터 아모리족, 그리고 가나안족 그리고 
헷족, 그리고 브리스족, 그리고 히위족, 그리고 여부스족을 몰아 
낼 것이다”란 그 당시 악들과 악들로부터 파생된 거짓들을 제거
함을 의미한다.
12-17절. “너는 네가 가는 그 토지의 주민과 언약을 만들지 않
도록 조심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란 그것 안에 악을 가진 종교
적인 설득은 그 무엇이든 집착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것이 너희의 한가운데에서 올무가 되어가지 않도록”이란 그 결
과로 말씀 자체 안에서 잘못 인도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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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제단들
을 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의 기둥(pillar)들을 부술 것이
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숲
(grove)들을 베어 쓰러트릴 것이
다.
14 그러므로 너는 네 자신을 구
부려 또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이유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열심(Jealous)이다, 열심 있는 하
느님이 그분이시다.
15 너는 그 토지의 주민과 언약
을 만들지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들은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범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는 그의 
제물을 먹는다.
16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을 위
해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그리고 그의 딸들은 그들의 신들
에 따라 간음을 범한다, 그리고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범하게 만든다.
17 너는 너를 위하여 녹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 것이다.

18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의 축제
를 너는 지킬 것이다. 칠 일 간 
너는 내가 명령한 로 아빕월의 
지정한 때에서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
빕 달에 네가 이집트로부터 나갔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할 것이다”란 이런 종교
적인 설득 속의 악, 그리고 그 결과 있는 예배 속의 악은 거절되
고 말아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둥(pillar)들을 부
술 것이다”란 악의 거짓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숲(grove)들을 베어 쓰러트릴  것이다”란 
그들의 가르침은 깡그리 거절해야만 한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는 네 자신을 구부려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란 주님만이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예배되어져야 할 것이다를 의
미한다. “그 이유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열심이다, 열심 있는 
하느님이 그분이시다”란 만일 또 다른 것이 예배된다면,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는 물러설 것이다를 의미한다.
 “너는 그 토지의 주민과 언약을 만들지 말 것이다”란 어느 종교
적인 설득 속의 악과 결합하는 이 방법에서...를 의미한다. “그리
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범한다”란 그런 결과로 있
는 악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
친다”란 그러므로 거짓들로부터 예배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
군가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너는 그의 제물을 먹는다”란 악으로
부터의 거짓에 매혹되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 만듬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들을 위해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란 
악에의 애착이 진리들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그들의 신들에 따라 간음을 범한다, 그리고 네 아들로 그들의 신
들을 따라 간음을 범하게 만든다”란 이 방법에서 선을 모독함과 
진리를 모독함을 의미한다.
 “너는 너를 위하여 녹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 것이다”란 
주님이 아닌 자아를 예배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28:18,21,22, 출애굽기 24:4, 호세아 3:4, 신
명기 16:21,22, 열왕기상 14:22,23, 열왕기하 17:10, 미가 
5:13,14, 이사야 57:5, 에스겔 26:11, 요한복음 14:15,21,23,24, 
15:9,10,14.
18-23절.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의 축제를 너는 지킬 것이다”란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의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진 사건 때문에 주
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칠 일 간 너는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다”란 그 당시 거룩한 상태, 그리고 악
으로부터 그리고 악의 거짓으로부터 깨끗해진 신성한 진리를 자
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내가 명령한 로”란 신성한 질서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아빕월의 지정한 때에서”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아빕 달에 네가 이집트로부터 나갔기 때문
이다”란 그 당시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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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궁을 여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네 가축들 중에서 
너는 숫컷을 줄것이다, 황소와 작
은 가축의 여는 것(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20 그리고 나귀를 연 것을 너는 
어린 양으로 되찾을(redeem) 것
이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되찾지 않을 것이다면, 너는 그것
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네 아
들들의 모두 각각의 첫 출생을 
너는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들은 텅빔을 보이지 않을 것
이다.
21 육 일을 너는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째 날에 너는 쉴 것
이다. 밭을 가는 것, 수확하는 것
에서 너는 쉴 것이다.

22 그리고 주(weeks)들의 축제
를 너는 너에게  추수의 첫 열
매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햇수
가 회전함(바뀜)에서 모아들이는 
축제를 만들 것이다.
23 한 해에 세 번 너의 모든 남
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 여호
와의 얼굴들 앞에 보여질 것이다.

24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얼굴들
로부터 국가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의 경계를 확장했기 때문이
다. 너희가 일 년에 세 번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얼굴들을 뵙기 

다.
 “자궁을 여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란 순진의 모든 선, 선행의 
모든 선,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네 가축들 중에서 너는 숫컷을 줄것이다”란 그것은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주어진다를 의미한다, “황소와 작은 가축의 
여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란 외적 인간 안에서 그리고 내적 
인간 안에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귀를 연 것을 너는 어린 양으로 되찾을(redeem) 것이
다”란 단지 자연적인 수준일 뿐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고 해서는 절 로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것을 
되찾지 않을 것이다면, 너는 그것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란 만
일 순진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시켜 
내던져야만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네 아들들의 모두 각각의 첫 
출생을 너는 되찾을 것이다”란 선이 없는 믿음 속의 진리가 주님
에게서 비롯된다고 해서는 절 로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얼굴들은 텅빔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란 자비로부터 받아주심, 그
래서 감사함을 의미한다.  
 “육 일을 너는 일할 것이다”란 인간이 진리들 안에 있는 때, 이 
때에 인간은 전투 중에 있다, 즉 거듭남의 첫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 째 날에 너는 쉴 것이다”란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 
즉 인간이 선 안에 있는 때, 그런다음 평화 안에 있는 때를 의미
한다. “밭을 가는 것, 수확하는 것에서 너는 쉴 것이다”란 선 안
에 진리가 이식됨 그리고 그것의 받음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weeks)들의 축제를 너는 너에게  추수의 첫 열매
들로 만들 것이다”란 선 안에 진리가 이식되는 사건 때문에 감사
하고 주님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햇수가 회전함(바뀜)에
서 모아들이는 축제를 만들 것이다”란 거듭남, 그리고 지옥에 떨
어짐에서 확실히 자유함을 의미한다.
 “한 해에 세 번 너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 여호와
의 얼굴들 앞에 보여질 것이다”란 또한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서 
주님이 계속 명명백백하시게 현존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3:31,32, 17:1,5, 누가복음 24:26, 요한복
음 12:23,27,28,31-33, 누가복음 16:26, 이사야 28:23-26, 신명
기 22:9-11.
24-27절.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얼굴들로부터 국가들을 몰아내
고”란 악의 제거, 그리고 악의 거짓들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내
가 너희의 경계를 확장했기 때문이다”란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번
창하고 확장됨을 의미한다. “아무도 네 토지를 탐내지 않을 것이
다”란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이 악들과 악들로부터의 거짓



출애굽기 34 - 489 -
위해 올라 올 때 아무도 네 토지
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25 너는 누룩 들어 있는 것 위에 
내 제물의 피를 죽이지 말라. 그
리고 유월절 의 축제의 제물은 
아침 까지 온 밤을 머무르게 말 
것이다.
26 네 지면의 첫 번째 것들의 첫 
열매들을 너는 네 하느님 여호와
의 집으로 가져 올 것이다. 너는 
어미의 젖 안에서 새끼를 삶지 
말 것이다.

27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너를 위해 이 말들을 
적어라. 그 이유는 이 말들의 입
에 나는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만든다.
28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십일 
낮 그리고 사십일 밤을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그는 빵을 먹지 않
았다, 그리고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말
(words)들을, 열 말들을 판들에 
적었다,
29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
터 내려갔을 때 이었다, 그리고 
모세의 손 안에 증거의 두 판들
(이 있었다), 그가 산으로부터 내
려갈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함께 말할 때 그의 얼굴들의 피
부가 빛났다는 것을 몰랐다.
30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

들 안에 있는 이들의 일부가 되는 것을 혐오함을 의미한다. “너희
가 일 년에 세 번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얼굴들을 뵙기 위해 올
라 올 때”란 주님의 현존이 믿음 속의 진리들 안에 있을 때도 역
시를 의미한다.
 “너는 누룩 들어 있는 것 위에 내 제물의 피를 죽이지 말라”란 
주님의 교회의 진리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은 악으로부터의 거짓
들과 혼합되어서는 절 로 안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월절 의 
축제의 제물은 아침 까지 온 밤을 머무르게 말 것이다”란 예배로
부터 있는 선은 인간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만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네 지면(ground)의 첫 번째 것들의 첫 열매들을 너는 네 하느
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 올 것이다”란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
들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모든 선들은 거룩이다, 그 이유는 그것들
은 주님만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너는 어미의 젖 
안에서 새끼를 삶지 말 것이다”란 이후 상태 속의 순진의 선은 
이전 상태 속의 순진으로부터의 진리와 혼합해서는 절 로 안된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너를 위해 이 말들을 적
어라”란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되어야 하는 제1의 진리들에 관하
여 통보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말들의 입에 나는 너와 그
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만든다”란 그것들을 수단으로 외적인 것 
안에 있는 이들과 내적 예배와의 결합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0:40-42.
28-35절.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십일 낮 그리고 사십일 밤을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란 교회와 예배와 말씀 속에 내적인 어떤 
것이 있기 앞서 있는 시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빵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란 그러는 동안에는 사
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를 자기 것 되게 함이 없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말(words)들을 판 위에 적었다”란 말씀, 이
를 통하여 천국과 사람의 결합이 있다를 의미한다. “열 말들”이란 
그 안에 신성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들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내려갔을 때 이었다”란 내적인 
것의 유입이 말씀의, 교회의, 예배의 외적인 것들 안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의 손 안에 증거의 두 판들(이 있었다)”란 
말씀의 표현을 의미한다.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갈 때 모세는 자
기가 그분과 함께 말할 때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빛났다는 것을 
몰랐다”란 말씀의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지각하
지도 않고 있는데 외적인 것 안에서 빛을 발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모세를 보았다”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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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아들들은 모세를 보았다, 그리
고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
다. 
31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불렀
다. 그리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제1인자(prince)가 그에게 되돌
아 왔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다.
32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 산
에서 그와 더불어 말하셨던 모든 
것들을 명령했다.
33 그리고 모세는 그들과 말하는 
것으로부터 중단했다, 그리고 그
는 그의 얼굴들에 베일을 놓았다.

34 그리고 모세가 그분과 말하려
고 여호와 앞 안으로 들어 갈 때, 
그는 나올 때 까지 베일을 제거
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그리
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
받은 것을 말했다.
35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의 얼굴들을 보았다, 모세의 
얼굴들의 피부는 빛났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더불어 말
하려고 안으로 들어갈 때 까지 
그의 얼굴에 베일을 되돌렸다.

적인 것 없는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이들
에 의해 주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얼굴들의 피부가 빛나
는 것을 바라보았다”란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을 통하여 빛난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란 내적인 것이 이런 특성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교회와 예배와 
말씀의 외적인 것을 지탱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불렀다”란 외적인 것에 이 국가가 접근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론과 회중의 모든 제1인자(prince)가 그
에게 되돌아 왔다”란 내적인 것들 없이 외적인 것들에 있는 이들 
중에서 제1인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다”란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가까이 왔다”란 내적인 
것들 없이 외적인 것들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럼에도 그들은 내적
인 것을 표현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와 더불어 말하셨던 모든 것들을 명령했다”란 천
국으로부터 계시된 바와 같게 표현되어지기 위해 있었던 제1의 
진리들에 관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과 말하는 것으로부터 중단했다”란 외적인 
것들에서 표현되기 위해 있었던 제1의 진리들에 관한 통보 이후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들에 베일을 놓았다”란 교회
와 예배와 말씀의 내적인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적인 것 없는 외적인 것만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가 그분과 말하려고 여호와 앞 안으로 들어 갈 때”
란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것이 안으로 흐를 때 외적인 것의 상태, 
그리고 외적인 것이 정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나올 때 
까지 베일을 제거했다”란 그 당시 계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리고 그는 나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받은 것을 
말했다”란 그가 내적인 것을 통하여 통보 받아진 것에 관하여 내
적인 것 없이 외적인 것에 만 있는 이들과 소통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세의 얼굴들을 보았다, 모세의 
얼굴들의 피부는 빛났다”란 이스라엘 국가는 말씀 안에 내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본성을 아
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얼굴에 
베일을 되돌렸다”란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적인 것은 그들에게 닫
혀졌다를 의미한다. “자기가 그분과 더불어 말하려고 안으로 들어
갈 때 까지”란 그들이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든 아니든 여하튼 
간에...를 의미한다.

내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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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
든 회중을 함께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여호
와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
하신 말들이다.
2 육일은 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함, 여
호와께 안식일의 안식일 일 것이
다. 그 날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은 죽을 것이다.

3 너는 안식일에 모든 네 거처들
에서 불을 지피지 말 것이다.

4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
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말

 이 장의 내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사이에 설립되어지는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신
성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의 특성 상 교회(a 
church)를 표현해줄 수만 있었지, 교회는(a church)는 아니다. 이
것이 1-9절에서 다루어졌다.
 후에 내적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의 제1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 통째로 준수되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10-28절에서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 속의 신성한 내적인 것, 주님의 교회 속의 신
성한 내적인 것, 그리고 예배 속의 신성한 내적인 것을 통하여 빛
남, 그들의 외적인 것을 통하여 빛남이다. 그러나 이 국가 앞에서
가 아니다. 이것이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백성과 말해지고 있을 때 베일이 삽입됨에서 
의미되고 있다.

35
내적 의미 해설

1-3절.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함께 모았다”란 
한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말들이다”란 모든 것들이 관련을 갖는 교회의 제일의 
것들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육일은 일 할 것이다”란 주님에 의해 인간의 거듭남의 첫 번째 
상태, 그리고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의 인간의 영광되심의 처음
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함, 여호
와께 안식일의 안식일 일 것이다”란 인간이 주님과 결합할 때인 
인간의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 그리고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
의 인간이 신성 자체와 하나를 이룸을 의미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모든 이 각각은 죽을 것이다”란 주님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
과 자신의 사랑들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에게 영적 죽음이 있다를 
의미한다.
 “너는 안식일에 모든 네 거처들에서 불을 지피지 말 것이다”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각각의 것들에서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인 인간 자신의 사랑의 그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절 로 안된다를 의미한다..
** 4절로부터 마지막 절 까지에 포함된 내용들은 설명 없이 통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각각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로도 26장부터 31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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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
하신 말들이다, 말하시기를,
5 너희는 여호와께 바침을 너 사
이에로부터 가져오라. 그의 심정
에서 우러나는 모든 이 각각이 
그것,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 올 
것이다,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놋
쇠이다. 
6 그리고 푸른 것, 그리고 심홍색
인 것, 그리고 두 번 물감들인 진
홍색 인 것, 그리고 고운 아마포, 
그리고 염소의 (털).
7 그리고 숫양들의 붉은 가죽, 그
리고 해달들, 가죽들, 그리고 싯
딤목.
8 그리고 발광을 위한 기름, 그리
고 기름부음의 기름을 위한 향신
료들, 그리고 향신료들의 향을 위
하여.
9 그리고 호마노 돌들, 그리고 채
움을 위한, 에봇을 위한, 그리고 
가슴받이를 위한 돌들.
10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심정이 
슬기로워 있는 모두 각각은 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
든 것들을 만들어라.
11 주택, 그것의 천막, 그리고 그
것의 덮개, 그것의 갈고리들, 그
리고 그것의 널판자, 그것의 가로
장, 그것의 기둥들, 그리고 그것
의 받침들.
12 궤, 그리고 그것의 장 들, 자
비석, 그리고 덮개의 베일.
13 탁자, 그리고 그것의 장 들, 
그리고 모든 그것의 집기들. 그리
고 얼굴들의 빵. 
14 그리고 발광체의 등잔 , 그
리고 그것의 집기들, 그리고 그것
의 등들, 그리고 발광체의 기름.

서 살핀바 있기 때문이다.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내적 의미에서 취급된 주제는 교회 안에, 그리고 천국 
안에 있는 선과 진리의 모든 종류들, 이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요약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성막과 그 안
의 갖가지 것들, 또한 태워-바침의 제단,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의 의복들을 만들기 위해 기쁘게 가져온 것들에 의해 의미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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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향의 제단, 그리고 그
것의 장 들,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 그리고 향신료의 향, 그리
고 주택의 문에서, 문의 덮개.
16 태워-바침의 제단, 그리고 놋
쇠로 된 그것의 쇠살 , 그것의 
장 , 그리고 모든 그것의 집기
들, 야와 그것의 받침.
17 바깥뜰의 벽걸이 천, 그것의 
기둥들, 그리고 그들의 받침들, 
그리고 바깥뜰의 문을 위한 덮개.
18 주택의 쐐기들, 그리고 바깥
뜰의 쐐기들, 그리고 그들의 끈
들.
19 거룩에서 섬기기를 위한 섬김
의 의복들, 성직자 아론을 위한 
거룩함의 의복들, 그리고 성직 임
무에서 섬기기를 위한 그의 아들
들의 의복들.
20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은 모세 앞으로부터 나
갔다.
21 그리고 그들은 왔는데, 그의 
심정을 재촉한 모든 이 각각, 그
리고 그의 심정이 기꺼이 움직인 
모든 이 각각은 만남의 천막의 
일을 위해, 그리고 그 속의 모든 
섬김을 위해, 그리고 거룩함의 의
복들을 위해 여호와께 예물들을 
가져왔다.
22 그리고 그들은 왔는데, 여인
들과 더불어 남자들, 심정이 기뻐
하는 모든 이 각각, 그리고 걸쇠, 
그리고 귀고리, 그리고 반지, 그
리고 띠, 금으로 된 모든 집기. 
그리고 여호와께 금을 흔들어-바
침을 흔들었던 모든 사람 각각.
23 그리고 푸른 색, 그리고 심홍
색, 그리고 두 번 물감들인 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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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그리고 고운 아마포, 그리고 
염소의 (털), 그리고 숫양들의 붉
은 가죽, 그리고 해달들의 가죽을 
발견하여 지참했던 모든 사람 각
각은 그것들을 가져왔다.
24 은의 바침과 놋쇠의 바침을 
들어 올리는 모든 이 각각은 여
호와께 예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섬김의 어느 일을 위해 싯딤목을 
발견한 모든 사람 각각은 그것을 
가져왔다.
25 그리고 심정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각각은 그들의 손들을 가지
고 실을 짰다, 그리고 그들이 짠 
것,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두 
번 물감들인 진홍색, 그리고 고운 
아마포를 가져왔다.
26 그리고 지혜안에서 자기 심정
을 재촉한 모든 여인들은 염소의 
털을 실로 짰다. 
27 그리고 제1인자 되는 이들은 
호마노 돌들을, 그리고 채움을 위
한 돌들을, 에봇을 위한 (돌들
을), 그리고 가슴받이를 위한 (돌
들을) 가져왔다.
28 그리고 향신료, 그리고 발광
을 위한 기름, 그리고 기름부음의 
기름, 그리고 향신료의 향을 위한 
(것).
29 그들의 심정이 끼꺼이 움직여
진 모든 남자와 여자 각각은 여
호와께서 모세의 손에 의해 만들
어지도록 명령한 모든 일을 위해 
여호와께 짜진해서 예물을 가져
왔다.
30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
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를 보아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지파, 훌의 아
들,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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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르셨다.
31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하느님
의 영을 지혜 안에서, 총명 안에
서, 그리고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 안에서 채우셨다.
32 그리고 생각들을 생각하도록, 
금을 가지고, 그리고 은을 가지
고, 그리고 놋쇠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33 그리고 채우기 위해 돌을 새
기고, 나무를 조각하여, 생각 속
의 모든 일을 실시하기 위해.
34 그리고 그는 그의 심정을 그
와 더불어, 그리고 단의 지파, 아
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
치는데 놓았다.
35 그분께서는 그들을 심정의 지
혜로 채우셔서, 공예가의 모든 일
을, 그리고 사상가(thinker)의 모
든 일을, 그리고 푸른 색으로, 그
리고 심홍색으로, 그리고 두 번 
물감들이 진홍색으로, 그리고 고
운 아마포로 수를 놓는 사람의 
모든 일을, (베)짜는 사람의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하는 이들의 일
들을,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이들의 모든 일
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셨다.

36

1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일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
하신 모든 것에 따라 거룩의 섬
김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여호
와께서 넣어 주신 심정에서 슬기
로운 모든 사람 각각은 일했다.

36
내적 의미 요약

본 장의 내용들이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26장
에서 상세히 밝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더 설명 없이 지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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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
리압을, 여호와께서 그의 심정에 
지혜를 준 심정에서 슬기로운 모
든 사람 각각을, 자기 심정이 그
것을 행하기 위해 일 쪽으로 당
겨 가도록 재촉한 모든 이 각각
을 소집했다.
3 그리고 그들은 모세 앞으로부
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거룩의 
섬김의 일을 위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가져 
갔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도 아
침마다 자의로 예물을 그에게 가
져 왔다.
4 그리고 거룩의 모든 일을 했던 
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일했던 그의 일로부터 각자 가져
왔다.
5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
다, 말하기를,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 
일의 섬김을 위한 것에 비해 더 
많이 가져오고 있다.
6 그리고 모세는 명령했다, 그리
고 그들은 진영에서 목소리를 외
쳤다, 말하기를, 남자도 여인도 
거룩의 예물을 위하여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그는 백성
들이 가져오는 것을 제제했다.
7 그리고 재료(work)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위해 충
분했다, 그리고 남음이 있었다.
8 그리고 일을 했던 사람과 더불
은 심정에서 슬기로운 사람 모두 
각각은 주택을 열 커튼들을 만들
었다. 즉 섬세하게 꼰 아마 실, 
그리고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감들인 진홍색, 
그리고 거룹들인데, 그는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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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색가의 일로 만들었다.
9 한 커튼의 길이는 여덟 그리고 
스물 규빗이었다, 그리고 넓이는 
네 규빗이고, 한 커튼이다. 모든 
커튼들의 칫수는 한 칫수였다.
10 그리고 그는 다섯 커튼들을 
함께, 하나에 하나를 연합했다. 
그리고 다섯 커튼들을 그는 하나
에 하나로 해서 함께 연합했다.
11 그리고 그는 합쳐지는 끝으로
부터 한 커튼의 모서리에 푸른 
색의 (끈으로) 고리(loop)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 
합쳐짐에서 가장 바같쪽 커튼의 
모서리에서 만들었다.
12 오십 개의 고리들을 그는 한 
커튼에 만들었다, 그리고 오십 고
리들을 그는 두 번째 합쳐짐에서 
있었던 커튼의 끝에서 만들었다. 
고리들은 하나에 하나, 함께 잡고 
있었다.
13 그리고 그는 오십 걸쇠
(clasp)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
리고 커튼들을 걸쇠들에서 하나
에 하나, 함께 인접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채의 주택(Habitation)
이었다. 
14 그리고 그는 주택 넘어 천막
을 위해 염소의 (털)로 커튼을 
만들었다. 열한 커튼으로 그는 그
것들을 만들었다.
15 한 커튼의 길이는 삼십 규빗
이었다, 그리고 넓이는 네 규빗, 
한 커튼 이었다. 열한 커튼들은 
한 칫수이었다.
16 그리고 그는 다섯 커튼 만을 
함께 붙였다, 그리고 여섯 커튼 
만을 붙였다.
17 그리고 그는 합쳐짐에서 가장 



출애굽기 36- 498 -
바깥 커튼의 모서리에 오십 고리
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십 고리
들을 그는 두 번째 합쳐짐의 커
튼의 모서리에 만들었다.
18 그리고 그는 천막을 하나되도
록 결합하기 위해 놋쇠로 오십 
걸쇠들을 만들었다. 
19 그리고 그는 천막을 위한 덮
개를 붉은 숫양들의 가죽들로 만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오소리
(badger)의 가죽들로 덮개(를 만
들었다).
20 그리고 그는 주택을 위해 싯
딤목으로 널판(plank)들을 만들
고, 세웠다.
21 널판의 길이는 십 규빗이고, 
한 널판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
고 반 규빗 (이었다).
22 한 널판에 두 손들이 하나에 
하나, 연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주택의 모든 널판들을 만들
었다.
23 그리고 그는 주택을 위한 널
판들 이십 개의 널판으로 남쪽의 
남쪽 가장자리를 위해 만들었다.
24 그리고 그는 이십 개의 널판 
아래에 은으로 사십 개의 받침들
을 만들었다. 널판의 손들을 위해 
한 널판 아래에 두 받침들이다. 
그리고 널판의 손들을 위해 한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다.
25 그리고 주택의 다른쪽을 위
해, 북쪽의 모퉁이에서, 그는 이
십 널판을 만들었다. 
26 그리고 그것들의 사십 개의 
받침은 은으로 이다. 한 널판 아
래 두 받침들, 그리고 한 널판 아
래 두 받침들.
27 그리고 바다(서쪽)를 향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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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다리들을 위해 그는 여섯 
널판들을 만들었다. 
28 그리고 두 널판들로 그는 다
리들에서 주택의 모퉁이를 위해 
만들었다.
29 그리고 그들은 아래로부터 한
쌍으로 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것의 머리에서 한 고리 안으로 
함께 전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두 모퉁이를 위해 이것 둘
로 했다.
30 그리고 여덟 널판들이 있었
다, 그리고 그들의 받침은 은으
로, 열여섯 받침들이다. 한 널판 
아래 두 받침들이다.
31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다섯 
가로장(bar)들을 주택의 첫 측면
의 널판을 위해 만들었다.
32 그리고 주택의 다른 쪽 측면
의 널판을 위해 다섯 가로장들을, 
그리고 바다를 향한 다리들을 위
한, 주택의 널판들을 위해 다섯 
가로장들.
33 그리고 그는 널판의 중간에서 
이끝으로부터 저끝까지 관통하는 
중간 가로장을 만들었다
34 그리고 그는 널판들을 금으로 
덧씌웠다, 그리고 가로장들을 받
는 용기인, 그들의 고리들을 금으
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가로장
들을 금으로 덧씌웠다.
35 그리고 그는 푸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
홍색, 그리고 정교하게 꼰 아마 
실로 베일을 만들었다. 그는 그것
을 거룹들과 더불어 사색가의 일
을 가지고 만들었다.
36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싯
딤목으로 네 기둥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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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으로 그것들을 덧씌웠
다, 그것들의 갈고리를 금으로.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위해 은으
로 네 받침들을 주조했다.
37 그리고 그는 천막의 문을 위
해 덮개를 푸른 색, 그리고 심홍
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그리고 정교하게 꼰 아마 실, 수
를 놓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만
들었다.
38 그리고 그것의 다섯 기둥들, 
그리고 그것들의 갈고리들. 그리
고 그는 그것들의 머리와 머리띠
를 금으로 덧씌웠다. 그리고 놋쇠
로 그것들의 다섯 받침들을 (주
조했다).

37

1 그리고 브살렐은 싯딤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 규빗, 그리고 그
것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 
규빗,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 규빗.
2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안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덧씌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빙
둘러 금 테두리를 만들었다.
3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네 
모퉁이에 금으로 고리들을 주조
했다. 그것의 한쪽 측면에 두 고
리들, 그리고 그것의 다른쪽 측면
에 두 고리들.
4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장
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
으로 덧씌웠다.
5 그리고 그는 궤를 운반하기 위

37
내적 의미 요약

이 장은 궤, 등잔 , 그리고 향의 제단이 취급되고, 그것들에 관
한 세부사항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25장에서 주어진 내
용과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앞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더 설명
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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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궤의 두 측면들에 있는 고리
들 안에 장 를 놓았다.
6 그리고 그는 순금으로 자비석
을 만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반 규빗, 그리고 넓
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 규빗.
7 그리고 그는 금으로 두 거룹들
을 만들었는데, 속이 찬 (금)으로 
그는 그것들을 자비석의 두 맨끝
들에서 만들었다.
8 이쪽 측면에 있는 맨끝에서 한 
거룹, 그리고 다른 쪽 측면에서 
있는 맨끝에서 한 거룹. 자비석으
로부터 그는 그것의 맨끝들에서 
거룹들을 만들었다.
9 그리고 거룹들은 그들의 날개
들을 위쪽으로 펼치고 있어서, 자
비석 위에서 그들의 날개들로 덮
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그
의 형제를 향하는 사람이었다. 자
비석을 향하여 거룹들의 얼굴들
이 있었다.
10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탁자
를 만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두 
규빗,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한 
규빗 그리고 반 규빗.
11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덧씌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
해 빙둘러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
었다.
12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빙
돌려 마감(턱, closure)을 만들었
다. 그리고 빙둘러 있는 그것의 
마감을 위해 금으로 테두리를 만
들었다.
13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금
으로 네 고리들을 주조했다, 그리
고 고리들을 그것의 네 발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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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네 모퉁이에 놓았다.
14 마감의 앞에 고리들, 탁자를 
운반하기 위한 장 를 꿰는 용기
가 있었다.
15 그리고 그는 탁자를 운반하기 
위한 장 를 싯딤목으로 만들었
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덧씌
웠다.
16 그리고 그는 탁자 위에 있는 
집기들을 만들었다. 그것의 작은 
접시(dish)들, 그리고 그것의 잔
들, 그리고 그것의 쟁반(salver)
들, 그리고 그것의 작은 비
(broom), 이것은 순금으로 씌워
질 것이다.
17 그리고 그는 순금으로 등잔
를 만들었다. 속이 찬 (금)으로 
그는 등잔 를 만들었다. 그것의 
손잡이, 그리고 그것의 갈 , 그
것의 잔들, 그것의 석류들, 그리
고 그것의 꽃들, 그것으로부터 있
었다.
18 그리고 그것의 두 측면들로부
터 여섯 갈 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이쪽 측면으로부
터 등잔 의 세 갈 들, 그리고 
그것의 다른 쪽 측면으로부터 등
잔 의 세 갈 들.
19 한 갈 에 세 개의 아몬드 열
매(almond) 형태의 잔들, 석류와 
꽃. 그리고 한 갈 로부터 세 아
몬드 열매 형태의 잔들, 석류와 
꽃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섯 
갈 들이 등잔 로부터 나온다.
20 그리고 등잔 에서 네 아몬드 
열매 형태의 잔들. 그것의 석류들
과 그것의 꽃들. 
21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리고 그것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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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두 갈 들 아래 석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두 갈 들 아래 석
류, 그것으로부터 여섯 갈 들이 
나온다.
22 그것들의 석류들과 그것들의 
갈 들이 그것으로부터 있었다. 
그것의 전체는 하나의 속이 찬
(solid) 순금.
23 그리고 그는 그것의 등 일곱, 
그리고 그것의 혀들, 그리고 그것
의 수반(basin)들을 순금으로 만
들었다.
24 그는 한 달란트로 그것을 만
들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집기
들.
25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향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한 규빗, 그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규빗, 정사각이다. 그리고 그
것의 높이는 두 규빗, 그것으로부
터 그것의 뿔들이 있었다.
26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덧씌웠다, 그것의 지붕, 그리고 
빙둘러 있는 벽들, 그리고 그것의 
뿔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빙둘러 테두리를 만들었다.
27 그리고 그는 두 고리들을 금
으로 그것의 테두리 아래로부터 
그것의 두 측면들 위에 그것들 
안에서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 장

를 위한 용기를 위해 만들었다.
28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장
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으로 그
것들을 덧씌웠다. 29 그리고 그
는 기름부음의 거룩한 기름을 만
들었다, 그리고 순수한 향신료의 
향을 향수제조인의 일로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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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태워
-바침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것
의 길이는 다섯 규빗, 그리고 그
것의 넓이는 다섯 규빗, 정사각이
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세 규
빗. 
2 그리고 그는 그것의 네 모퉁이
에 그것의 뿔들을 만들었고, 그것
의 안으로부터 그것의 뿔들이 있
었다; 그리고 그는 놋쇠로 그것을 
덧씌웠다.
3 그리고 그는 제단의 모든 집기
들을 만들었다; 냄비(pan)들, 그
리고 삽(shovel)들, 그리고 물동
이(basin)들, 그리고 고기 갈고리
(fieshhook)들, 그리고 불집게
(fire-tong)들. 그것의 모든 집기
들을 그는 놋쇠로 만들었다.
4 그리고 그는 제단을 위하여 놋
쇠로 만든 격자(grating), 그물
(network)을 아래쪽에서, 제단의 
중간까지, 제단을 빙둘러 만들었
다.
5 그리고 그는 놋쇠로된 격자의 
네 끝들에 네 고리들을 주조했는
데, 이는 장 를 위한 용기이다.
6 그리고 그는 싯딤목으로 장
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놋쇠로 덧씌웠다. 
7 그리고 그는 그것들 안에서 그
것을 운반하기 위해 제단의 측면
들 위에서 고리들 안으로 장 를 
놓았다. 속이 빈 판자들을 그는 
만들었다.
8 그리고 그는 놋쇠로 물 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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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태워-바침의 제단, 그리고 만남의 천막의 뜰이 취
급된다. 그리고 이와 거의 비슷하게 27장에서도 상술되고 있는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내적 의미에 관한 밝힘은 더 설명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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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er)를, 그리고 그것의 받침을 
만남의 천막의 문에서 섬기는 섬
김을 하는 여인들의 시야(view) 
안에 만들었다,
9 그리고 그는 남쪽 방향 남쪽의 
모퉁이에서 뜰을 만들었다. 정교
하게 꼰 아마실로 뜰을 위한 걸
이용 (커튼), 일백 큐빗.
10 그것의 기둥들은 이십, 그리
고 그것들의 받침은 이십, 놋쇠
(로 만들었다). 기둥들의 갈고리
들과 그것들의 머리띠는 은으로.
11 그리고 북쪽의 모퉁이에서 일
백 규빗, 그것의 기둥들은 이십,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들은 이십, 
놋쇠로.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
것들의 머리띠는 은으로.
12 그리고 바다쪽의 모퉁이에서 
걸이용 (커튼)은 오십 규빗, 그것
들의 기둥들은 열, 그리고 그것들
의 받침들은 열. 기둥들의 갈고리
들과 그것들의 머리띠는 은으로. 
13 그리고 동쪽 방향 동쪽의 모
퉁이에서 오십 규빗.
14 걸이용 커튼은 어깨
(shoulder)에서 열 다섯 규빗. 그
것의 기둥들은 셋, 그리고 그것들
의 받침들은 셋.
15 그리고 다른 어깨에서,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에서, 뜰의 
문에서, 걸이용 (커튼)은 십오 규
빗. 그것의 기둥들은 셋,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들은 셋.
16 뜰을 빙둘러 있는 모든 걸이
용 커튼은 정교하게 꼰 아마실
(로 만들었다).
17 그리고 기둥들을 위한 그것들
의 받침들은 놋쇠였다.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것의 머리띠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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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들
은 은으로 덧씌웠다, 그리고 이것
들은 은의 머리띠를 갖추고 있었
다, 뜰의 모든 기둥들(도 은의 머
리띠를 갗추고 있었다).
18 그리고 뜰의 문을 위한 가리
개는 수를 놓는 사람의 일로, 푸
른 색, 그리고 심홍색,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정교하게 꼰 
아마실로, 그리고 길이는 이십 규
빗, 그리고 높이는 넓이에서 다섯 
규빗, 뜰의 걸이용 커튼(과 같
다).
19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은 넷이
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받침들은 
넷, 놋쇠로, 그것들의 갈고리는 
은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들
과 그것들의 머리띠들은 은으로 
덧씌웠다.
20 그리고 주택을 위한 모든 쐐
기들, 그리고 빙둘러 뜰을 위한 
쐐기들은 놋쇠로. 
21 이것은 주택을 위한 것들, 증
거의 주택을 위한 것들의 숫자인
데, 그들이 성직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의해, 레위인들의 
섬김을 위해, 모세의 입에서 세어
진 바 로 였다.
22 그리고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브살렐은 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다.
23 그리고 그와 더불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공
예가요, 그리고 사색가요, 그리고 
푸른 색(실), 그리고 심홍색(실),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지고 수를 
놓는 자였다.



출애굽기 38 - 507 -
24 거룩함의 모든 일에서 재료로 
사용된 모든 금, 곧 흔들어-바침
의 금은 거룩함의 세겔에서 구백 
이십 달란트, 그리고 칠백 삼십 
세겔(shekel)이었다.
25 그리고 계수된 회중의 은은 
거룩함의 세겔에서 칠백 칠십 오 
세겔이었다.
26 머리 하나에 일 베가(beka), 
거룩함의 세겔에서 한 세겔의 절
반, 이십 세 그 이상으로부터 계
수된 자에 포함된 모든 이 각각
을 위하여, 육십 만 삼천 오백 오
십 명(남자)을 위하여.
27 그리고 은의 일백 달란트는 
거룩함의 받침들, 그리고 베일
(veil)의 받침들을 주조하기 위하
여 였고, 일백 받침을 주조하는데 
일백 달란트, 한 받침에 한 달란
트 였다.
28. 천 칠백 칠십 오 세겔로 그
는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
들고,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들을 
덧씌우고, 그리고 머리띠들로 그
것들을 장식했다.
29 그리고 흔들어-바침의 놋쇠
는 칠십 달란트, 그리고 이천 사
백 세겔이었다.
30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는 만
남의 천막의 문의 받침들을 만들
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놋쇠로 
격자를, 그리고 제단의 모든 집기
들을 만들었다.
31 그리고 빙둘러 뜰의 받침들, 
그리고 뜰의 문의 받침들, 그리고 
주택의 모든 쐐기들, 그리고 빙둘
러 뜰의 모든 쐐기들(을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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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푸른색 실, 그리고 심홍색 실,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
로부터 그들은 거룩인 것 안에서
의 섬김을 위한, 섬김의 의복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을 
위한 거룩함의 의복들을 만들었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신 로 였다.
2 그리고 그는 금으로, 푸른 색 
실로, 그리고 심홍색 실로, 그리
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로, 그
리고 정교하게 꼰 아마 실로 에
봇을 만들었다.
3 그리고 그들은 금을 얇은 판금
으로 펼쳤다, 그리고 그는 잘라서 
실로 만들어 푸른 색 실의 한가
운데에서, 그리고 심홍색 실의 한
가운데에서,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의 한가운데에서, 고운 아마의 
한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넣고, 사
색가의 일로 일을 했다.
4 어깨받이를 그들은 그것을 위
해 만들고 함께 붙였다. 그것의 
두 맨끝에서 그것은 함께 연합했
다.
5 그리고 그것에 있는 그것의 에
봇의 허리띠는 에봇으로부터 였
는데, 에봇의 일에 따라서, 금
(실)과 푸른 색 실과 심홍색 실
과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과 정
교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로 였다.
6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름들 위에 호마노(onyx) 돌들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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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 포함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관한 내
용들은 2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더 설명 없이 지나갈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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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에워싸서 인장을 파서 새
기듯이 일을 했다.
7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 받이 위에 놓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한 기억의 돌들이 되
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신 로 였다.
8 그리고 그는 에봇의 일에 따라 
사색가의 일로 가슴받이를 금으
로, 푸른 색 실로, 그리고 심홍색 
실로,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
색 실로, 그리고 정교하게 꼰 아
마 실로 만들었다.
9 그것은 정사각이었다. 이중으로
(doubled) 그들은 가슴받이를 만
들었다. 그것의 길이는 한 뼘, 그
리고 그것의 넓이는 한 뼘, 이중
이다.
10 그리고 그들은 그것 안으로 
네 줄의 돌들을 채웠다. 그 줄은 
홍옥(ruby), 황옥(topaz) 석류석
(carbundcle), 첫 줄이다.
11 두 번째 줄이다, 녹옥수
(chrysoprase), 청옥(sapphire), 
금강석(diamond),
12 그리고 세 번째 줄이다, 풍신
자석(cyanus), 마노(agate), 자수
정(amethyst),
13 그리고 네 번째 줄이다. 녹주
석(tarshish) 호마노(onyx), 벽옥
(jasper). 그것들은 그들을 채우
면서 금으로 에워싸 박아 끼운다.
14 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위에, 그들의 이름들 위에, 
도장을 새김, 그의 이름 위 모든 
이 각각, 열 두 지파들을 위하여 
(있었다).
15 그리고 그들은 가슴받이 위 
가장자리에 사슬들을 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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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꼬는 일로 만들었다.
16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개
의 고정시키기(setting)를 만들었
다, 그리고 금으로 두 개의 고리
(ring)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들은 가슴받이의 두 맨끝들 위에 
두 고리들을 놓았다.
17 그들은 금으로 새끼 꼰 두 줄
을 가슴받이의 맨끝들 위에 두 
고리들에 놓았다.
18 그리고 두 쌔끼꼰 줄들의 두 
맨끝들을 그들은 두 고정시키는 
것들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것들을 에봇의 어깨 받이, 그것의 
얼굴들 앞에 놓았다.
19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고
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
을 가슴받이의 두 맨끝들 위에, 
그것의 모서리에 놓았다. 이것은 
에봇 안쪽 측면을 향하여 있었다.
20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고
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
을 에봇 아래쪽의 두 어깨 받이, 
그것의 얼굴들 앞에, 결합되는 반

쪽, 에봇의 허리띠 위에 놓았
다. 
21 그리고 그들은 가슴받이를 그
것의 고리들을 수단으로 에봇의 
고리들에 푸른색의 실을 가지고 
동여매어서, 가슴받이가 에봇 위
로부터 물러나지 않도록 했다. 여
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로 였다.
22 그리고 그는 (베)짜는 사람의 
일로, 전체를 푸른색으로 에봇의 
도포(robe)를 만들었다.
23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도
포의 입, 마치 쇠미늘 갑옷(mail)
의 입 같이, 그것의 입을 위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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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를 가지게 해서, 그것이 찢어
지지 않게 했다.
24 그리고 도포의 (끝)자락에 석
류들을 푸른색 실과 심홍색 실과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로, 섞어 
짜서 (수)놓았다.
25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
(bell)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들은 도포 자락을 빙둘러 거기에 
있는 석류의 한가운데에, 석류의 
한가운데에 방울들을 놓았다.
26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도포자락을 빙
둘러, 섬기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로 였다.
27 그리고 그들은 아론을 위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옷
을 (베)짜는 사람의 일로 고운 
아마실로 만들었다.
28 그리고 고운 아마실로 관을, 
그리고 고운 아마실로 두건들의 
장식을, 그리고 정교하게 꼰 아마
실로 아마 바지를 (만들었다).
29 그리고 정교하게 꼰 아마실과 
푸른 색 실, 그리고 심홍색 실, 
그리고 두 번 물들인 진홍색 실
로 벨트(belt)를 수를 놓는 사람
의 일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로 였다.
30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
함의 왕관의 판금(plate)을 만들
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거룩함, HOLLINESS TO 
JEHOVAH' 이라 쓴 것을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판금에 썼다.
31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푸른색
의 실로 달고, 그것을 관 위에 놓
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 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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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고 만남의 천막의 주택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졌다, 그리
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
을 행했다, 그렇게 그들은 실시했
다. 
33 그리고 그들은 주택을 모세에
게, 즉 천막, 그리고 모든 그것의 
집기들, 그것의 갈고리들, 그것의 
널판들, 그것의 가로장들,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 그리고 그것의 받
침들.
34 그리고 붉은 숫양들의 가죽들
로 만든 덮개, 그리고 오소리의 
가죽들로 만든 덮개, 그리고 가리
개(covering)를 위한 베일(veil).
35 증거의 궤, 그리고 그것의 장

들, 그리고 자비석.
36 탁자, 그것의 모든 집기들, 그
리고 얼굴들의 빵.
37 순수한 등잔 , 그것의 등들, 
순서 로 자리잡은 등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집기들, 그리고 발광
을 위한 기름.
38 그리고 금 제단, 그리고 기름
부음의 기름, 그리고 달콤한 향신
료들의 향, 그리고 천막을 문을 
위한 가리개.
39 놋 제단, 그리고 놋 제단을 
위해 있는 놋 격자, 그것의 장
들, 그리고 모든 그것의 집기들,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
40 뜰의 걸이용 커튼, 그것의 기
둥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 그
리고 뜰의 문을 위한 가리개, 그
것의 새끼 꼰 실들, 그리고 그것
의 쐐기들, 그리고 만남의 천막을 
위한, 주택을 섬기기 위한 모든 
집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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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거룩인 것 안에서 섬기기를 
위한 섬김의 의복들, 성직자 아론
을 위한 의복들, 그리고 성직 임
무에서 섬기기 위해 그의 아들들
을 위한 의복들.
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의 아들들은 모든 봉사를 했다.
43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일을 보
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그들은 여
호와께서 명령하셨던 로 했었
다, 그와같이 그들은 해냈다. 그
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내렸
다.

40

1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말하시기를,
2 첫째 달의 첫째 날에, 너는 만
남의 천막의 주택을 세울 것이다.
3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거의 
궤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궤 넘어 베일을 칠 것이다.
4 그리고 너는 탁자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물품을 질
서 로 설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등잔 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등을 켜지게 만들
어라. 
5 그리고 너는 증거의 궤 앞, 향
을 위한 금 제단을 설치 할 것이
다, 그리고 주택에 문의 가리개를 
놓을 것이다.
6 그리고 너는 만남의 천막의 주
택의 문 앞에 태워-바침의 제단
을 설치할 것이다. 
7 그리고 너는 만남의 천막과 제

40
내적 의미 설명

 본 장 역시 더 추가되는 설명 없이 지나 갈 것이다. 그 이유는 
앞장들에서 한번 이상 서술되고 설명도 있었기 때문인데, 단지 이 
장의 끝에서 언급된 사항은 예외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모
세가 일을 마친 후 구름이 천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 주택을 채웠다. 그리고 구름이 낮에 천막 위에 머물었고, 밤에
는 그것 안에 불이 있었다. 그리고 구름이 갔을 때 이스라엘의 아
들들은 여행했다. 이런 사항들이 의미하는 것은 구름에 관하여, 
여호와의 영광에 관하여, 불에 관하여, 그리고 여행들에 관하여 
이미 상술했던 내용으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출애굽기 40- 514 -
단 사이에 물두멍을 설치 할 것
이다, 그리고 그 안에 물들을 놓
을 것이다.
8 그리고 너는 빙둘러 뜰을 설치 
할 것이다, 그리고 뜰의 문의 가
리개를 놓을 것이다.
9 그리고 너는 기름부음의 기름
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주택을 
기름부음을 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기름부음을 하
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신성하
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모
든 집기들(도 신성하게 할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일 것이
다.
10 그리고 너는 태워-바침의 제
단을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그리
고 모든 그것의 집기들(도 기름
부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
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단은 거룩들의 거룩일 것이다.
11 그리고 너는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을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그
리고 그것을 신성하게 할 것이다.
12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
들들을 만남의 천막의 문으로 가
까이 오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
을 물들로 씻길 것이다.
13 그리고 너는 아론을 거룩함의 
의복들로 옷입혀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부음을 할 것이다, 그
리고 그를 신성하게 해서, 그가 
성직 임무에서 섬기도록 할 것이
다.
14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옷을 입힐 것이다.
15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기름부
음을 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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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에게 기름부음을 하는 것과 
같다.
16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
기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에 따
라 했다, 그렇게 그는 했다.
17 그리고 두 번째 해 첫 달, 첫
째 날에 주택이 세워졌다.
18 그리고 모세는 주택을 세웠
다, 그리고 그것의 받침들을 설치
했다, 그리고 그것의 널판들을 배
열했다, 그리고 그것의 가로장 안
에 놓았다,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
을 세웠다.
19 그리고 그는 주택 넘어 천막
을 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천막
의 덮개를 놓았다.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명령하셨던 로 였다.
20 그리고 그는 가져왔다 그리고 
궤 안에 증거(판)을 놓았다, 그리
고 궤 위에 장 들을 배열했다, 
그리고 궤 위에 자비석을 놓았다. 
21 그리고 그는 주택 안으로 궤
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리개의 베
일을 설치했다, 그리고 증거의 궤
를 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로 였다.
22 그리고 그는 베일 없이, 북쪽 
방향, 주택의 다리 위, 만남의 천
막에 탁자를 놓았다.
23 그리고 그는 그것 위에 여호
와 앞 정돈된 빵을 질서 로 설
치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신 로 였다.
24 그리고 그는 등잔 를 만남의 
천막 안에서, 남쪽을 향하여, 주
택의 다리에서, 탁자 바로 가까이
에 놓았다.
25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등이 켜지게 만들었다.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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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로 였
다.
26 그리고 그는 베일 앞 만남의 
천막에 금 제단을 놓았다.
27 그리고 그는 그 위에서 향신
료의 향을 태웠다.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명령하셨던 로 였다.
28 그리고 그는 주택에 문의 가
리개를 놓았다.
29 그리고 그는 만남의 천막의 
주택의 문에 태워-바침의 제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 위에
서 태워-바침과 고기-바침을 실
시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셨던 로 였다.
30 그리고 그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았다, 그
리고 그 안에 씻기 위해, 물들을 
놓았다.
31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손들과 그들의 발들을 씻었다.
32 그들이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 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제
단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씻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령하셨던 로 였다.
33 그리고 그는 주택을 빙둘러 
뜰을 세웠다, 그리고 제단, 그리
고 뜰의 문의 가리개를 설치했다. 
그리고 모세는 일을 끝냈다.
34 그리고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주택을 채웠다. 
35 그리고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 갈 수 없었다, 그 이
유는 구름이 그것 위에 머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 주택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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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리고 구름이 주택 넘어로부
터 갔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의 모든 여행들에서 여행했
다.
37 그리고 만일 구름이 가지 않
으면, 그러면 그들은 구름이 가는 
날 까지 여행하지 않았다.
38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주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는 그것 안에 불이 있었기 때문
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눈
들에서, 그들의 모든 여행들에서.

요한 계시록
1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
께서는 곧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
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고 그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
은 그분의 천사를 그분의 종 요
한에게 보내어 알리셨다
(signified). 

2 누구(who)는 하느님의 말씀을 
증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
하여 그가 본 것은 무엇이든 증

요한 계시록
1

각 절의 영적 의미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그분 자신과 그분의 교회에 관하
여 주님으로부터의 예견들, 그분의 교회가 그것의 끝에서 있을 
것, 그 후에 있을 것에 관한 예견들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에게 주신 것” 
이란 선행(charity)으로부터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5:4, 아모스 3:7, 다니엘 9:10, 말라기 
4:4, 이사야 53:11, 52:13, 42:1,19, 에스겔 34:24, 37:24, 이
사야 37:35, 마태복음 20:25-28, 마가복음 10:42-44, 누가복
음 22:27, 마태복음 24:45-46, 누가복음 12:37.
 “곧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란 주님의 교회가 멸하지 
않도록 그것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2, 시편 90:4, 2:7.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종 요한에게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알
리셨다” 란 선행으로부터 그리고 이 선행으로부터 있는 믿음으
로부터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의해 천국을 통하
여 밝히 알게 하시는 (계시) 것들을 의미한다.
2. “누구는 하느님의 말씀을 증명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란 심정으로부터 그러므로 빛에서 말씀으로부터 신성
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인간을 신성이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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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였다. 

3 예언의 말들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그들, 그 안에 씌어진 것들
을 준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
다.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에게: 너희에게 은총이 있으라, 
그리고 계시고, 계셨고, 오실 그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부터 평화
(가 있으라); 

5 그리고 신실한 목격자, 죽은 자
로부터 첫-출생, 그리고 땅의 왕
들의 제1인자 이신 예수 그리스

는 누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33,34, 1:1,2,7,8,14,34, 8:14, 15:26. 
 “그가 본 것은 무엇이든” 이란 이 계시(Revealation)에 있는 모
든 것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계발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예언의 말들을 읽는 자, 듣는 그들, 그리고 그 안에 쓰인 
것들을 준수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란 새 예루살렘의 교리
에 따라 사는 이들이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함(commun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11,24, 10:41, 요엘 2:28, 마태복음 
7:22,23, 계시록 11:18, 18:20, 출애굽기 7:1, 예레미야 18:18, 
23:15,16, 5:13, 이사야 28:7, 미가 3:6, 예레미야 8:10.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란 (주님의) 교회가 주
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다는 것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1,22.
4. “요한은 일곱 교회들에” 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수
단으로 주님이 알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가까이 끌리
는 기독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3, 1:16,20, 1:4, 4:5, 8:2, 15:5,6, 
16:1, 21:9, 5:1, 출애굽기 29:35, 29:37, 29:30, 레위기 
8:33,35, 16:18,19, 8:11, 4:16,17, 민수기 19:4, 출애굽기 
12:15, 신명기 16:4-7, 레위기 26:18,21,24,28, 시편 79:12, 
12:6, 사무엘상 2:5, 예레미야 15:9, 마태복음 12:45.
 “아시아에 있는” 이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이
들에게를 의미한다.
 “너희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 란 신성한 인사
를 의미한다.
 “계시고, 그리고 계셨고, 그리고 오시려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란 영원이시고 무한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1-13, 17, 이사야 44:6.
 “그분의 왕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로부터”란 주님이 신성한 
진리 안에서 있으시는 곳, 그분의 신성한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곳, 즉 천국 전체로부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6:1, 시편 103:19, 마태복음 23:22, 에스
겔 1:26, 10:1, 계시록 3:21.
5.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란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신실한 목격자” 란 그분은 신성한 진리 자체이시다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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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
의 죄들을 씻으신다: 

6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
과 그분의 아버지에게 왕들과 성
직자로 만드신다: 그분에게 영광
과 힘이 영원 세세토록 있다. 

7 잘 보아라 그분은 구름들을 사
용하여(with the clouds) 오신다, 
그리고 모두 각각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꿰찌른 
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지파들은 
그분 때문에 소리내어 울 것이다. 
정확히 그러하다; 아멘. 

 “죽은 자로부터 첫 출생” 이란 또한 그분은 신성한 선 자체이
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21, 21:18-21, 시편 89:27.
 “땅의 제1인자” 란 교회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의 모든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들로부터 씻으시는 분” 
이란 사랑과 자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인간을 개혁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을 의미한다.
6.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왕들과 성직자들로 만드신다” 란 그
분은 자신 안에서 그분의 출생을 있게 한 이들, 즉 거듭난 이
들에게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지혜 안에, 그리고 신성한 선들로
부터 사랑 안에 있게 하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3:21, 이사야 60:10,16, 49:23, 계시록 
16:12, 17:2, 18:3, 19:19, 21:24 5:10, 요한복음 18:37,38.
 “하느님과 그분의 아버지에게” 란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그분
의 신성한 사랑을 묘사하고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 63:16, 요한복음 14:7,8,9,11.
 “그분에게 영광과 힘이 세세토록 있다” 란 그분에게 만이 신
성한 위엄과 신성한 전능이 영원히 있다를 의미한다.
 “아멘” 이란 진리로부터, 고로 그분 자신으로부터의 신성한 확
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3:17.
7. “잘 보아라 그분은 구름들을 사용하시어 오신다” 란 교회의 
끝에서 그분께서는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그분 자신을 밝히 알
리실 것이고, 그것의 영적 의미도 여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6:63,64, 마가복음 14:61,62, 마태복음 
24:30, 마가복음 13:26, 계시록 14:14, 다니엘 7:13, 신명기 
33:26, 이사야 19:1, 시편 18:10,11, 시편 104:3, 욥기 26:8,9, 
37:15, 시편 68:34, 이사야 14:14, 예레미야 51:9, 시편 
105:39, 4:5, 마태복음 17:5, 마가복음 9:7, 누가복음 9:34,35.
 “그리고 모두 각각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란 애착
(affection)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
을 인정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분을 꿰찌른 자들” 이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들에 
있는 그들 역시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9:34.
 “그리고 땅의 모든 지파들은 소리내어 울 것이다” 란 이런 사
항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어느 진리도 선도 더 이상 남아 있
지 않을 때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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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리고 계시고, 계셨고, 오시
려고 계신, 전능한 주님이 말한
다. 

9 또한 너희의 형제, 그리고 고뇌
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국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인내심으로 예상함에서 동료인 
나 요한은 밧모라 부르는 섬에 
있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위하
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을 위하여이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영 안에 있
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있는 마치 나팔과 같은, 큰 음성
을 들었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9,30.
 “정확히 그러하다, 아멘” 이란 그러므로해서 그것이 있을 것이
다는 신성한 확증을 의미한다.
8.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란 처음인 것들로부터 
최말단인 것에 까지에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한 분, 그분으
로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 자체와 유일한 사랑, 지
혜 자체와 유일한 지혜, 그리고 생명 자체와 그 자체 유일한 
생명, 그리고 그러므로 창조자 그분 자신, 그리고 그로부터 천
국과 (주님의) 교회에서 모두가 되시는 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0-13,17,18, 2:8.
 “계시고, 계셨고, 오시려고 계신 주님이 말하신다” 란 영원과 
무한이신 분, 여호와를 의미한다.
 “전능한” 이란 그분 자신으로부터 계시고, 사시고 있는 분, 그
리고 처음 것들부터 맨끝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규율하시는 분
을 의미한다.
9. “나, 요한, 너희 형제이고 동료이다”란 선행의 선 안에 그리
고 이로부터 믿음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3:8, 누가복음 8:21, 마태복음 12:49, 
마가복음 3:33-35, 마태복음 23:8, 요한복음 13:13, 예레미야 
23:35, 34:17, 신명기 15:1,2, 시편 122:8, 이사야 41:6, 예레
미야 9:4, 이사야 19:2.
 “고뇌에서, 그리고 왕국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인
내심으로 예상함에서” 란 악들과 거짓들의 침입을 당한 (주님
의)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이것들을 주
님에 의해 제거를 받게 되는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9,21,29, 마가복음 13:19,24.
 “나는 밧모라는 섬에 있었다” 란 그가 계발되어질 수 있는 장
소와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15, 43:4,10,12, 49:1, 51:5, 60:9, 예
레미야 31:10, 스바냐 2:11.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란 말씀으
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가 심정으로부터, 그리고 그러므로 빛
에서 받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인간이 신성이다
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영 안에 있었다” 란 그 당시 신성의 유
입으로부터 있게 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1,24, 8:3. 열왕기하 6:17.
 “그리고 나는 내 뒤 쪽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란 신성한 진리의 명백한 지각이 천국으로부터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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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말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
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가 
본 것, 책 안에 쓰라, 그리고 아
시아에 있는 (주님의) 교회(the 
church)들에 보내라; 에베소, 서
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
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게. 

12 그리고 나는 나에게 말하시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 섰다: 그리
고, 돌아서면서, 나는 일곱 금빛
의 등불 (lampstand)들을 보았
다; 

13 그리고 일곱 등불 들 한가운
데에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을 닮은,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을 입은, 그리고 금빛의 띠로 
가슴 주위(about paps)를 동여매
신 분. 

14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눈(snow) 
처럼 희였다; 그리고 그분의 눈들
은 불 속의 불꽃 같았다. 

알려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29:3-9, 68:32,33, 요엘 2:11, 3:16, 요한복
음 10:3,4,16,27, 5:25
11. “ 말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들로부터 맨끝들 까지에서 유
일하신 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있다를 의미한다.
 “네가 보는 것을 적어라” 란 그것들은 후손에게 밝히 알려지
게 해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 보내라” 란 말씀으
로부터 진리의 빛 안에 있는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을 위하여를 
의미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게” 
란 각각의 사람들의 받아들임에 따른 세부적 측면에서를 의미
한다.
12. “그리고 나는 나에게 말하시고 있었던 음성을 보기 위하여 
돌아섰다”란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을 주님에게로 
돌릴 때 말씀의 진리를 지각함에 관하여 역전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8, 17, 2:8.
 “그리고 돌아서면서 나는 일곱 금빛의 등불 들을 보았다” 란 말
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계발되어질 새 교회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 21:23,24, 22:5.
13. “그리고 일곱 등불 들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과 닮은 
분” 이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 이분으로부터 이 교회가 있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2:6, 시편 74:12, 48:9, 82:1, 출애굽기 
20,21.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을 입으신” 이란 (일을) 진행하고 있는
(proceeding) 신성은 신성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금띠로 가슴 주위를 동여매신” 이란 (일을) 진행함과 
동시에 결합을 있게 하는 신성은 신성한 선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1,5, 에레미야 13:1-12, 이사야 3:24.
14.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들은 양털 같이, 눈 처럼 희었
다” 란 처음 것들 안에 그리고 최말단 것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지
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4:7,8, 에스겔 29:18, 5:1-4, 미가 
1:16, 다니엘 4:33, 민수기 6:1-21, 레위기 10:6, 다니엘 7:9, 
미가 5:2.
 “그리고 그분의 눈들은 불 속의 불꽃 같았다”란 신성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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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그분의 발들은 마치 
용광로에서 빛을 내는 훌륭한 놋
쇠(fine-brass)를 닮았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다; 

16 그리고 그분의 오른 손에 일
곱 별들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
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가고; 그리고 그
분의 얼굴은 그분의 권능에서 빛
나는 태양 같았다. 

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8, 35:5, 42:6,7, 6:9,10, 요한복음 
12:40, 이사야 29:10, 30:10, 33:15, 에스겔 12:2, 스가랴 
11:17, 14:12, 12:4, 마태복음 6:22,23, 누가복음 11:34, 마태
복음 5:29, 18:9, 레위기 21:18,20, 22:22, 말라기 1:8, 이사야 
37:17, 예레미야 24:6, 시편 11:4, 계시록 4:6,8, 에스겔 
10:12.
15. “그리고 그분의 발은 마치 용광로 안에서 빛을 내는 훌륭
한 놋쇠를 닮았다” 란 자연에 있는 신성한 선(the Divine good 
natural)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10:5,6, 계시록 10:1, 에스겔 1:7, 이사야 
60:13,14, 66:1, 예레미야 애가 2:1, 시편 99:5, 시편 132:6,7, 
마태복음 28:9, 마가복음 5:22, 누가복음 8:41, 요한복음 
11;32, 누가복음 7:37,38,44-46, 요한복음 11:2, 12:3, 13:10, 
마가복음 4:45, 민수기 21:6,8,9, 요한복음 3:14,15.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음성과 같았다” 란 자연에 있는 
신성한 진리 (the Divine truth natural)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9, 12:3, 33:15,16, 41:17,18,20, 44:3, 
58:10,11, 예레미야 2:13, 14:3, 17:13, 31:9, 에스겔 4:16,17, 
12:18,19, 이사야 51:14, 아모스 8:11-13, 스가랴 14:8, 시편 
23:1,2, 이사야 48:21, 시편 63;1, 147:18, 148:4, 요한복음 
4:7-15, 7:37,38, 계시록 21:6, 22:1, 22:17, 에스겔 43:2, 계
시록 14:3, 요한복음 3:5.
16.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으셨다” 
란 그분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
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9,10, 에스겔 32:7,8, 요엘 2:10, 3:15, 
마태복음 24:29, 마가복음 13:24, 계시록 6:13, 9:1, 12:4, 다
니엘 8:9-11,12, 시편 147:4, 148:3, 사사기 5:20, 다니엘 
12:3.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가고 있었다” 
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를 통하여 주
님에 의해 거짓들이 흩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0:35-38, 에스겔 21:9-20, 이사야 
66:16, 예레미야 12:12, 예레미야 애가 5:9, 스가랴 11:17, 시
편 57:4, 59:7, 64:3, 마태복음 10:34, 누가복음 22:36,38, 마
태복음 26:51,52, 누가복음 21:24, 계시록 6:4, 19:15,21, 시
편 45:3-5, 149:5,6, 이사야 49:2.
 “그분의 얼굴은 권능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았다” 란 신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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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았을 
때, 죽은 자로서 그분의 발들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분은 내 위에 
그분의 오른 손을 놓으셨고(laid), 
나에게 말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18 그리고 살아 계신 그분이다, 
그리고 죽었었다; 그리고 확실히 
보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 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지옥의 열쇠 
그리고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19 네가 본 것들을 쓰라, 그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어질 
것들(을 쓰라). 

사랑과 신성한 지혜, 이는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일이) 진행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26, 60:20, 사무엘하 23:3,4, 시편 
89:36,37, 시편 72:5,7,17, 마태복음 17:1,2, 계시록 10:1, 
12:1, 이사야 13:9-11, 24:21,23, 에스겔 32:7,8, 요엘 2:10, 
2:31, 3:14,15, 계시록 8:12, 6:12, 9:2, 미가 3:5,6, 아모스 
8:9, 예레미야 15:9, 여호수아 10:12,13, 하박국 3:10,11, 이사
야 60:20.
17.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죽은 자로서 그분의 발들
에서 쓰러졌다” 란 주님의 현존에서 자신의 생명은 없음(fail)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3:29, 사사기 13:22, 요한복음 
14:21,23, 15:4,5.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오른손을 내 위에 놓으셨다“ 란 그 당
시 그분으로부터 유입된 생명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31, 41, 12:32,33, 8:22-26, 
10:13,16, 누가복음 5:12,13, 7:14, 18:5, 22:51, 마태복음 
17:6,7.
 “나에게 말하시기를, 두려워말라” 란 의식을 회복 시키심, 그
리고 그 당시 가장 깊은 죄송함(humiliation)으로부터 결과된 
경배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10:5-12, 마태복음 17:2,6,7, 마태복음 
28:10, 28:3-5, 누가복음 1:12,13, 1:30, 2:9,10, 5:8-10.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란 그분은 영원이시고 무한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를 의미한다.
18. “그리고 살아 계신 그분” 이란 그분 만이 생명이시다, 그분
으로부터만이 생명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26, 11:25, 14:6, 1:1-4,14, 14:19.
 “그리고 죽었었다” 란 그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경시되어졌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인정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확실히 보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 있다” 란 그분은 영
원하게 생명이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16, 3:36, 6:40,47,48, 6:47, 
11:25,26.
 “아멘” 이란 그것이 진리이다 라는 신성한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지옥의 열쇠들과 죽음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란 그분 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를 의미한다.
19. “네가 보았던 것을 쓰라, 그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후
에 있을 것들(을 쓰라)” 란 지금 밝히 알려지는(계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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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네가 내 오른손에서, 그리고 
일곱 금빛의 등불 에서 본 일곱 
별들의 신비: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일
곱 등불 , 네가 본 것은 일곱 교
회들(the seven churches)이다.

2

1 에베소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
거라;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그분
은 그분의 오른 손에 일곱 별들
을 잡고, 일곱 금빛의 등불 들 
한가운데에서 걷고 계신다. 

2 나는 네 일들, 그리고 네 수고
함, 그리고 네 인내함, 그리고 너
는 악한 자를 (보고) 참을 수 없
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검정해 
보았다는 것, 그리고 아닌 바, 그
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발견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들은 후손을 위하여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
20. “네가 내 오른손에서 보았던 일곱 별들의 신비(mystery), 
그리고 일곱 금빛의 등불 ” 란 새 천국과 새 교회(the New 
Heaven and the New Church)에 관한 환상들에 있는 신비
(arcana)를 의미한다.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란 천국들 안에 있
는 새 교회, 이것이 새 천국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본 일곱 등불 는 일곱 교회들이다” 란 땅에 있
는 새 교회, 이것이 새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
루살렘이다.

영적 의미의 요약
 이 계시는 주님 만으로부터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새 
교회(His New Church) 안에 있을 이들에 의해 받아진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the New Jersalem)이다, 그리고 이 교회
는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한다; 또한 말씀 측
면에서의 주님을 묘사하고도 있다. 

2
각 절의 영적 의미

1 “에베소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교리 속의 진리에 제
1의 관심을 두되, 생활에서 선들이 없는 이들에게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오른 손에 일곱 별들을 
잡고” 란 주님,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들이 있다
를 의미한다. 
 “일곱 금빛의 등불 들 한가운데에서 걷고 계신다” 란 그분으
로부터 계발됨이 그분의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를 
의미한다.
2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란 그분은 인간의 내면들과 외면
들을 단 번에 보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 수고함, 그리고 네 인내함” 이란 이는 그들의 노력
과 끈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악한 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란 그들은 악들
이 선들이라, 선들이 악들이라 일컫어지는 것을 참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을 검정해보았다
는 것, 그리고 아닌바,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발견했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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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참아내었다, 그리고 인
내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었다, 그리
고 무기력하지 않았다. 

4 그러나 내가 너와 반 되는 것
은 네가 너의 처음의 선행(first 
charity)을 그만두었다는 점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실
족하였었는지를 더듬어 보라; 그
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첫째의 일
들을 행하라;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않는다면 나는 빠르게 너에
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회개
하지 않으면 네 등불 를 그것의 
장소에서 옮길 것이다. 
6 그러나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
는데, 너는 니골라 당의 일들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 역
시 미워한다. 

7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
금 거룩한 영(the Spirit)이 교회
들(the churches)에 말하시는 것
을 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겨
내는 자들에게 나는 하느님의 낙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선들과 진리들이다 라는 것들을 자세히 조
사해서, 그것들이 악들과 거짓들임을 찾아 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계시록 21:14, 
18:20, 누가복음 9:1,2,10, 마가복음 6:7,30, 
3 “그리고 참아내었다, 그리고 인내함을 가지고 있다”란 그들
과 더불은 끈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었다,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
았다” 란 종교와 그것의 교리에 속하는 것들을 획득하느라 상
당히 애썼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2:4, 26:8,13, 41:25, 말라기 1:11-13, 
미가 4:5, 이사야 43:7, 신명기 5:11, 신명기 12:5,11,13,14,8, 
16:2,6,11,15,16, 마태복음 10:22, 24:9,10, 18:20, 19:29, 요
한복음 1:12, 2:23, 3:17,18, 20:31, 마태복음 21:9, 23:39, 누
가복음 13:35, 19:38, 요한복음 12:28, 마태복음 6:9, 출애굽
기 23:20,21, 예레미야 23:6, 미가 5:4, 요한복음 10:3, 계시록 
3:4, 3:12.
4 “그러나 내가 너와 반 되는 것은 네가 너의 처음의 선행
(first charity)을 그만두었다는 점이다” 란 이것이 그들에게 반

되어 있다, 즉 그들은 첫째 자리에서 생활의 선들을 붙잡고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실족하였었는지를 더듬어 보라” 
란 그들이 잘못을 기억해봄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첫째의 일들을 행하라” 란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의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빠르게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등불 를 그것의 장소에서 옮
길 것이다” 란 이 방법외에는 그들로 진리들을 보게 해주는 계
발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를 의미한다.
6 “그러나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는데, 너는 니골라 당의 일들
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 역시 미워한다” 란 그들은 
이런 사항을 그들의 진리들로부터 알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은 일들이 칭찬받아지는 것을 굳이 기뻐하지 않는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3:5,6, 33:15,16.
7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the Spirit)이 
교회들(the churches)에게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해두어야 할 것
이다”란 이해하는 그 사람은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새 예루
살렘인 새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을 가르치는 것들에 순종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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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나
무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8 그리고 서머나의 교회의 천사
에게 쓰거라; 이런 것들을 말하시
는 그분은 첫 번째와 마지막 째
이신 분, 죽었고, 그리고 살아 계
신 분이시다. 

9 나는 네 일들, 그리고 고뇌함, 
그리고 가난, 그리고 그들이 유
인들이다 말하나, 사탄의 회당인 
그들로부터 있는 모독을 알고 있
다. 

10 네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
의 어떤 것도 두려워 말라. 잘 보
거라, 악마가 너희 중 몇을 감옥
으로 내던져 너희를 시험받아지
게 할 것이다: 너는 열흘 동안 고
난을 가질 것이다: 너는 죽기까지 
충실해 있으라, 그리고 나는 생명
의 왕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1:15, 13:43, 마가복음 4:9,23, 7:16, 
누가복음 8:8, 14:35.
 “이겨내는 자들에게” 란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그 사
람, 그리고 개혁되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7, 2:11, 2:17, 2:26, 3:5, 3:12, 3:21.
 “나는 생명의 나무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사랑과 선행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낙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란 내면적으로 지혜와 
믿음의 진리들 안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8:4,13, 31:3,8,9, 31:18  이사야 51:3.
8 “그리고 서머나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생활 측면은 
선들 안에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 보면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
에게, 그리고 그런 사항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그분은 첫 번째와 마지막 째이신 분” 
이란 주님, 그분만이 하느님이시다를 의미한다.
 “죽었고, 그리고 살아 계신 분” 이란 그분은 교회 안에서 경시
되어졌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이 신성이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이에 반해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를 의미한다.
9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란 주님은 내면들과 외면들을 단
번에 보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고뇌함, 그리고 가난” 이란 그들은 거짓들 안에, 그렇
기에 그들은 선들 안에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유 인들이다 말하나, 아닌, 그들로부터 있는 
모독” 이란 그들이 사랑의 선들 안에 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
은 그들의 왜곡된 주장을 의미한다.
 “사탄의 회당이다” 란 그들은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 있
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5:4-6.
10 “네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의 어떤 것도 두려워 말라” 란 
악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거짓들의 공격을 당하고, 그래도 자포
자기 하지말라를 의미한다.
 “잘 보거라, 악마가 너희 중 몇을 감옥으로 내던질 것이다” 란 
생활 속의 그들의 선은 지옥으로부터의 악들에 침입 당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2:6,7, 49:8,9, 61:1, 스가랴 9:11, 시편 
68:11, 102:20, 146:7, 마태복음 25:43.
 “너희를 시험받아지게 할 것이다”란 그들에 맞서 싸우는 거짓
들로 해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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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를 가진 자는, 자기로 하여
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
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겨내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의 
고통이 있지 않을 것이다. 

12 그리고 버가모의 교회에게 쓰
거라,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그분
은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검을 
가지고 있으시다. 

13 나는 네 일들을 안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거주하는지, 네가 사
탄의 왕좌 가 있는 곳에서 조차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리고 안디바가 사탄이 거
주하는 곳인 너희 사이에서 죽임
을 당하고, 그가 내 충실한 순교
자이었던 그런 (험난한)시절에서 
조차 내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와 반 되는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 즉 너
는 거기서 발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너그러이) 봐주고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너는 열흘 동안 고난을 가질 것이다”란 그것의 충분한 시간
을 견뎌낼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4:22, 욥기 19:3, 다니엘 1:20, 레위기 
26:26, 스가랴 8:23, 다니엘 7:7, 계시록 13:1, 12:3, 
17:3,7,12.
 “너는 죽기까지 충실해 있으라” 란 거짓들이 제거될 때까지 
진리들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란 그때에 그
들은 승리의 보상,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11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란 앞 절(2:7)의 설명과 
같다.
 “이겨내는 자는” 이란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그 사람, 
그는 개혁되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두 번째 죽음의 고통이 있지 않을 것이다” 란 그 후 그들은 
악들과 거짓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12 “그리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쓰거라” 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선한 일들에 두고, 교리 속의 진리들의 어떤 것에도 두
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항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가지신 그분이 말하신다” 
란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 이를 
수단으로 악들과 거짓들은 사라진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6, 2:16.
13 “나는 네 일들을 안다”란 주님은 내면들과 외면들을 단번에 
보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거주하는지” 란 어둠 안에 있는 그들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 신앙
을 부정하지 않았다” 란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에 따라 종교와 
예배를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안디바가 사탄이 거주하는 곳인 너희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
고, 그가 내 충실한 순교자이었던 그런 (험난한)시절에서 조
차” 란 모든 진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소멸되어버렸을 때를 
의미한다.
14 “그러나 나는 너와 반 되는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 란 
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그들에 반 되는 것들이다를 의미한
다.
 “즉 너는 거기서 발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너그러
이) 봐주고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 장애물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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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장애물을 던져, 우상의 제물
을 먹게 하고, 그리고 간음을 범
하게 발락을 가르쳤다. 
15 그렇게 너는, 너까지도, 니골
라 당의 교리를 붙들은 그들을 
봐주고 있다. 그것을 나는 미워한
다. 
16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는 속히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
고 내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17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
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
회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겨내는 자에게 나는 숨겨있는 
만나를 먹도록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
고 돌에 새 이름이 쓰일 것인데, 
이것은 그것을 받는 그 사람 외
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18 그리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의 천사에게 쓰거라; 이런 것들을 
불의 불꽃 같은 그분의 눈들, 그
리고 훌륭한 놋쇠 같은 그분의 
발들을 가지신 하느님의 아들이 
말하신다. 

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간음을 범하게 발락을 가
르쳤다” 란 그들 사이에 위선적인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얼마간 
있다, 이로 인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더럽혀지고 섞
음질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25:1-3,9,18.
15 “그렇게 너는, 너 까지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들은 그들
을 봐주고 있다. 그것을 나는 미워한다” 란 그들 사이에 일들
을 칭찬받게 만들려 하는 이들이 몇이 있다를 의미한다.
16 “회개하라” 란 그들은 이런 식의 일들에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속히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입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란 만일 아니라면 주님은 말
씀으로부터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17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라” 에 관한 의미는 앞 절
(2:7)을 참조하라.
 “이겨내는 그에게” 란 악들과 거짓들에 맞서 싸우는 그 사람, 
그리고 그는 개혁된다를 의미한다.
 “나는 숨겨있는 만나를 먹도록 줄 것이다”란 그때에 천적인 
사랑의 선을 자기 것 되게 함이 있게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겨내는) 일을 하는 이들이 주님과 결합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6:31-51.
 “그리고 그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란 진리들이 소중하게 여
김을 받으면서, 그리고 선에 하나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1:33,34.
 “그리고 돌에 새 이름이 쓰일 것인데” 란 그러므로 그들은 전
에 가지지 않았던 품질의 선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9:49,50.
 “이것은 그것을 받는 그 사람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란 그것이 그들의 생명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18 “그리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선행
으로부터 있는 믿음 안에, 그로부터 선한 일들 안에 있는 이들
에게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관하여; 또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그리고 그로부터 악한 일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리고 그런 사항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불의 불꽃 같은 그분의 눈들을 가지신 하느님의 
아들이 말하신다” 란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지혜에 관
련되는 주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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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네 일들, 그리고 선행, 
그리고 섬김, 그리고 믿음, 그리
고 네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일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 그러나 나는 너에게 반 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너는 자칭 여예언자라 부르는 여
인 이사벨이 내 종들로 간음을 
범하고, 우상-제물을 먹도록 가
르치고, 꾀어내는 것을 묵인했다
는 점이다. 

21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간음질을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했
다. 
22 잘 보거라, 나는 그녀를 침
에로 내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
와 간음을 범한 그들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으로 

 “그리고 훌륭한 놋쇠 같은 그분의 발들” 이란 자연에 있는 신
성한 선(Divine good natural)을 의미한다.
19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 의 의미는 앞 절(2:2)을 참조.
 “그리고 선행, 그리고 섬김” 이란 선행이라 불리는 영적 애착, 
그리고 그것을 실행함(operat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1:6, 예레미야 33:21, 시편 103:21,22, 
104:4, 마태복음 20:26,27, 23:11,12.
 "그리고 믿음, 그리고 네 인내" 란 진리, 그리고 진리를 획득
하고 싶은 바램,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일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 있다” 란 진
리에 한 영적 애착으로부터 진리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20 “그러나 나는 너와 반 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란 이 뒤를 이어 있게되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너는 여인 이사벨을 묵인하고 있다” 란 그들 사이에 선행으
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간 교회 안에 있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상 16:31-33, 18:4,13, 19:1,2, 21:6,7, 
21:23, 열왕기하 9:30-33.
 “자칭 여예언자라 부르는” 이란 믿음 만의 교리를 주님의 교
회 속의 교리로 만드는 자를 의미한다.
 “내 종들로 간음을 범하도록 가르치고, 꾀어냈다” 란 이로부터 
말씀 속의 진리들이 왜곡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3,4, 역 기상 5:1, 열왕기하 9:22, 민
수기 14:33, 레위기 20:6, 출애굽기 34:15,16, 에스겔 
16:15,16,26,28,29,32,33,35, 23:2,3,5,7,8,11,14,16,17, 예레미
야 3:1,2,6,8,9, 5:1,7, 13:27, 23:14, 29:23, 호세아 
4:7,10,11,13, 5:3, 6:10, 1:2, 3:1, 나흠 3:1,3,4, 계시록 14:8, 
18:3, 17:1,2, 19:2.
 “우상-제물을 먹도록” 이란 예배를 더럽힘, 그리고 모독을 의
미한다.
21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간음질을 회개할 시간을 주
었다,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란 이 교리 안에서 
자신들을 확증 해버린 그들은 설령 그들이 말씀 안에서 그 교
리와 반 되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를 의미
한다. 
22 “잘 보거라, 나는 그녀를 침 에로 내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간음을 범한 그들을 큰 고난으로 (내던질 것이다)” 란 
그러므로 그들은 왜곡된 것들과 더불어 자기들의 교리 안에 남
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하게 거짓들의 침입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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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던질 것이다). 

23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들을 
죽음과 함께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내가 생각과 심정
(reins and hearts)들을 수색하는 
분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일들에 따라서 너희 각각에
게 줄 것이다. 

24 그러나 너에게, 나는 말한다, 
그리고 이 교리를 많이는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로, 
사탄의 깊이들을 모르고 있었던 
두아디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에게 말한다; 나는 네 위에 어떤 
다른 짐을 놓지 않을 것이다. 

25 여하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으
라. 

26 그리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내 일들을 계속하는 자, 그에게 
나는 국가들을 다스리는 힘을 줄 
것이다. 

27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마치 그
들이 도예가의 그릇들을 산산이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7:34, 요한복음 5:8,9, 마가복음 
2:5,9,11,12, 아모스 3:12, 창세기 47:31, 48:2, 49:33.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란 만일 그들이 믿음을 선행으로
부터 분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을 의미한다.
23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들을 죽음과 함께 죽일 것이다” 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거짓들 쪽으로 향할 것이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내가 생각과 심정(reins and hearts)
들을 수색하는 분임을 알 것이다” 란 주님은 모든 이 각각의 
진리의 품질과 그의 선의 품질을 보신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들
은 알고 있을런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51:6, 89:13,15, 73:21,22, 예레미야 17:10, 
12:2,3, 11:20, 20:12, 7:9, 26:2.
 “그리고 나는 너의 일들에 따라서 너의 각각에게 줄 것이다”
란 그분은 일들 안에 있는 선행 그리고 그것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이 각각에게 주신다를 의미한다.
24 “그러나 너에게, 나는 말한다, 그리고 이 교리를 많이는 가
지지 않은 두아디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란 선행으로
부터 분리된 믿음과 더불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의 교
리가 선행과 연합되어 있는 이들에게를 의미한다.
 “사탄의 깊이들을 모르고 있었던” 이란 자기들의 내면들을 이
해하지 못하는 이들, 즉 매우 단순한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나는 네 위에 어떤 다른 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란 그들은 
단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된다를 의미한다.
25 “여하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
으라” 란 그들은 선행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말씀으로
부터 있는 믿음에 관한 것들, 비록 그 가진 것이 몇몇에 불과
하지만 보존하고, 주님의 오심까지 그것들에 따른 삶을 지속하
라를 의미한다.
26 “그리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내 일들을 계속하는 자” 란 
선행 안에, 그로부터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
한다.
 “그에게 나는 국가들을 다스리는 힘을 줄 것이다” 란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자신들 안의 악들을 극복할 것이다를 의미
한다.
27 “그리고 그는 그들을 쇠 막 로 통치할 것이다” 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동시에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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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듯 쇠 막 로 통치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
과 등하다. 

28 그리고 나는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29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귀
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
을 듣게 하라.

3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일
곱 영들,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
지신 분께서 말하신다: 나는 네 

적인 빛으로부터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2:9, 계시록 12:5, 19:15, 이사야 11:4.
 “마치 그들은 도예가의 그릇들을 산산이 부수듯 (할 것이다)” 
이란 가치가 없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다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시편 2:9.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과 등하다”란 이것은 주님
으로부터, 즉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 안에 있었던 그분
의 신성으로부터 지옥을 압도할 모든 권능을 자신에게 획득하
셨는데, 바로 이분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28 “그리고 나는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란 그때 있게되는 
지혜와 총명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25, 다니엘 8:14,26, 이사야 21:11,12, 
에스겔 7:6,7,10, 스바냐 3:5, 시편 46:5, 130:5-8, 계시록 
22:16, 사무엘하 23:3,4.
29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의 의미는 앞 절
(2:7) 참조.

영적 의미 요약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리에 제1의 관심을 두고 생활
의 선들은 있지 않은 이들, 이들이 에베소의 교회에 의해 뜻해
지고 있다. 생활 측면에서는 선들 안에 있으나 교리 측면에서
는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들이 서머나의 교회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교회 속의 모든 것을 선한 일들 안에 두고, 진
리들 안에는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또한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들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의해 의
미되고 있다. 이 모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새 교회로 불려진
다. 

3
각 절의 영적 의미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죽은 예배 안에, 
또는 선행의 선 없이, 그리고 믿음 속에 진리도 없이 예배 안
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에 관하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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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 즉 네가 살아 있다 그리고 
죽어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2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막 죽으
려 하는 그 남은 것들을 강건하
게 하라: 그 이유가 나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네 일들을 발견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해내 보라; 그리
고 준수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그러므로 네가 경계하지 않
는다면, 나는 도둑 같이 네 위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시
각에 내가 네 위에 올지 알지 못
할 것이다. 

4 너는 사데에서 조차 몇 이름들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일곱 영들, 그리고 일곱 별들을 가지
신 분께서 말하신다” 란 주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들이 있
다,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도 있다를 의미한다.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란 주님은 모든 이들의 내면들과 
외면들을 즉각 보신다를 의미한다.
 “네가 살아 있다 그리고 죽어 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다라
고 자신들에 의해, 그리고 타인들에 의해 비쳐지고 믿게 될지
도 모른다를 의미한다.
2 “경계하라” 란 그것들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그리고 진리들 
안에 있기 위해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42, 누가복음 12:37,40, 마가복음 
13:35-37, 마태복음 25:1-13, 이사야 26:19.
 “그리고 이제 막 죽으려하는 그 남은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란 그들의 예배에 속한 것들이 생명을 받을런지 모른다를 의미
한다.
 “그 이유가 나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한 네 일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란 그들의 예배의 내면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3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해 내어 보아
라” 란 모든 예배는 시작 초반에는 자연적 수준이다, 그리고 
그 후에 진리들을 수단으로 영적 수준으로 되어간다, 예배 외
에 다른 것들에서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그들은 두루 생각
해 보아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준수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란 그들은 두루 생각한 
위 사항들에 유의하여 그들의 죽은 예배에 생명을 주어야 한다
를 의미한다.
 “만일 그러므로 네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란 만일 그들이 
진리들 안에 그리고 그 진리들에 따른 생활 안에 있지 않으면
을 의미한다.
 “나는 도둑 같이 네 위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시각
에 내가 네 위에 올지 알지 못할 것이다” 란 예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15, 마태복음 24:42,43, 오바디야 5절, 
요엘 2:9,  호세아 7:1, 마태복음 6:19,20.
4 “너는 사데에서 조차 몇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란 그들 사
이에는 그들의 예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얼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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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들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
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들은 가치 있기 때문이다. 

5 이겨내는 그는 흰 의복이 입혀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
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할 것
이다. 
6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
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
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7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
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이런 것들
은 거룩이신 그분, 참이신 그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고 아무도 닫지 못하는 그분, 그
리고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분께서 말하신다. 

있다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복들을 더럽히지 않았다” 란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생활 속의 악들, 이 악들에서 파생된 거짓들
로 예배를 더럽히지 않은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2:1, 에스겔 16:10-18, 시편 45:13,14, 
사무엘하 1:24, 스바냐 1:8, 에스겔 23:26, 스가랴 3:3-5, 마
태복음 22:11,12, 마태복음 7:15, 누가복음 5:36, 계시록 4:4, 
7:9,13,14, 6:11, 19:14, 마태복음 28:3, 누가복음 24:4, 마태
복음 17:2, 누가복음 9:29, 마가복음 9:3, 다니엘 7:9, 시편 
45:8, 창세기 49:11, 이사야 63:1-3, 계시록 19:13,16, 마태복
음 21:7-9, 마가복음 11:7,8, 누가복음 19:35,36, 요한복음 
19:23,24, 시편 22:18, 104:2.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란 그
들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말라기 2:6, 시편 56:13, 열왕기상 14:8, 이사야 
38:3, 레위기 26:23,24,27,28, 이사야 42:24, 신명기 11:22, 
19:9, 26:17, 미가 4:5, 요한복음12:35,36, 8:12, 마가복음 
7:5, 레위기 26:11,12, 계시록 2:1.
5 “이겨내는 그는 흰 의복들이 입혀질 것이다” 란 개혁되어진 
그는 영적인 수준도 달성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
다” 란 그는 구원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그들은 받아들여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6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주님의 교회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의 의미는 
앞 절(2:7) 참조.
7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주
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거룩이신 그분, 참이신 그분...말하신다” 이란 신
성한 진리에 관련된 주님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5:4, 이사야 54:5, 49:7, 47:4, 43:14, 
10:20, 누가복음 1:35, 요한복음 17:17,19, 16:13-15, 14:26, 
계시록 22:11, 15:3, 누가복음 1:75, 마가복음 6:20, 계시록 
19:8.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는 그분, 
그리고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분” 이란 그분만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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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 잘 
보아라, 나는 네 앞에 열려있는 
문을 설치했고 아무도 그것을 닫
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너는 조금
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말씀을 간직해오고 있다, 그리
고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잘 보아라, 나는 사탄의 회당으
로부터 자기들이 유 인들이라 
말하나 아닌,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들을 줄 것이다: 잘 보아라, 나
는 그들을 오게해서 너의 발들 
아래에서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만들 것이다). 

10 그 이유는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다가와서 땅 위에 거주하
는 그들을 심리해보는(try) 시험
(temtation)의 시간으로부터 나 
역시 너를 지킬 것이다. 
11 잘 보아라, 나는 속히 온다; 
아무도 너의 왕관을 가져 가지 
못하게 네 가진 것을 단단히 붙

하시는 전능을 가지고 계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8:18, 이사야 22:21,22.
8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 란 주님은 모든 이들의 내면들
과 외면들을 즉각 보신다를 의미한다.
 “잘 보아라, 나는 네 앞에 열려있는 문을 설치했다” 란 천국은 
주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6, 10:7,9, 시편 24:7,9, 이사야 26:2, 
마태복음 25:10-12, 누가복음 13:24.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란 지옥은 그들에 맞서 우세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너는 조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란 그들은 자신
들로부터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
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말씀을 간직해오고 있다”란 그들은 그분의 말씀 
속의 주님의 계명들에 따라 살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란 그들은 주님의 예배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9 “잘 보아라, 나는 사탄의 회당으로부터...줄 것이다” 란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자기들이 유 인들이라 말하나 아닌. 그렇게(but) 거짓말 한
다” 란 주님의 교회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나 그렇지 않
은 이들을 의미한다.
 “잘 보아라, 나는 그들을 오게해서 너의 발들 아래에서 숭배
하게 만들 것이다” 란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새 교회 속의 진리들을 영접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99:5.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만들 것이다)” 
란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되어져서 주님에 의해 받아졌음을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10 “그 이유는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란 그들이 악들에 맞서 싸웠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온 세상에 다가와서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심리해보는
(try) 시험(temtation)의 시간으로부터 나 역시 너를 지킬 것
이다” 란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보호되고 보존될 것이다
를 의미한다.
11 “잘 보아라, 나는 속히 온다” 란 주님의 오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3.
 “네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 란 그 동안 그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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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어라. 

12 이겨내는 그를, 나는 내 하느
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밖
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을 그 사
람 위에 쓸 것이다; 그리고 내 하
느님의 도성의 이름, 내 하느님으
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 예
루살렘(을 쓸 것이다); 그리고 내 
새로운 이름(을 쓸 것이다). 

13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
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
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
라. 
14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이런 것들은 아
멘, 신실하시고 참된 목격자, 하
느님의 일(창조물)의 시작이신 
분이 말하신다. 

들의 진리들과 선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아무도 너의 왕관을 가져 가지 못하게 하라” 란 지혜가 멸하
지 않도록, 이로부터 더없는 행복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32:17,18, 에스겔 16:12, 28:5, 예레미야 
42:18, 예레미야 애가 5:15,16, 욥기 19:9.
12 “이겨내는 그를” 이란 선들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기를 고집
한 그들을 의미한다,
 “나는 내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들로 만들 것이다” 란 주
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
서 그들과 합세해 주님의 교회를 떠받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2:19,21, 계시록 21:22, 말라기 3:1, 시
편 138:2, 요나 2:4,7, 하박국 2:20, 이사야 66:6, 계시록 
16:17, 계시록 11:19, 15:5,6,8, 시편 18:6, 이사야 6:1, 
64:11, 학개 2:7,9, 마태복음 24:1,2, 마가복음 13:1-5, 누가
복음 21:5-7.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란 그들은 
거기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쓸 것이다” 
란 신성한 진리가 그들의 심정에 씌여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28.
 “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내려오는” 이란 이는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로부터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란 새 교회
의 교리가 그들의 심정들에 새겨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3,4,10,12, 예레미야 4:7,26-29, 48:8, 
1:18, 이사야 26:1, 계시록 16:19, 에스겔 40:1, 시편 46:4, 이
사야 19:2, 마태복음 12:25, 누가복음 19:12-19, 
 “내 새로운 이름” 이란 이전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만을 예배함을 의미한다.
13 “귀를 가진 자는,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the Spirit)이 
교회들에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의 의미는 앞 절(2:7)참
조.
14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거라” 란 교회에
서 자신들로부터 믿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믿고 하여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하여를 의미한
다.
 “이런 것들은 아멘, 신실하시고 참된 목격자” 란 말씀에 관련
한 주님, 말씀은 그분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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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는 네 일들, 즉 네가 차지
도 뜨겁지도 않다 함을 알고 있
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16 그 이유가 네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
도 않은 너를 나는 내 입으로부
터 토할 것이다. 
17 그 이유는 너는 말하기를, 나
는 부자이다, 그리고 물품들이 불
어났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가엾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고, 그
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른다. 

18 나는 네가 나에게서 불에서 

다.
 “하느님의 일(창조물)의 시작이신 분” 이란 말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14, 창세기 1:1-3, 시편 33:6, 요
한복음 6:63.
15 “나는 네 일들을 알고 있다” 란 주님께서는 내면들과 외면
들을 한번에 보신다를 의미한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란 때로는 말씀이 신성하고 거
룩하다를 부정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들을 의
미한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란 그들이 심정
으로부터 말씀과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부정하든지, 또는 심정
으로부터 그것들을 인정하든지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더 낫다
를 의미한다.
16 “그 이유가 네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지도 뜨
겁지도 않은 너를 나는 내 입으로부터 토할 것이다” 란 모독함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하박국 2:15,16, 예레미야 48:26, 이사야 28:8,9.
17 “그 이유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다, 그리고 물품들
이 불어났다” 란 그들은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것, 즉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풍부히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8:4,5, 시편 45:12, 에스겔 26:12, 이사야 
10:13,14, 45:3, 시편 112:1,3, 누가복음 1:53, 6:24,25.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다” 란 그들은 더 이상의 지혜는 필요
치 않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너는 가엾다...는 것을 모른다” 란 그들이 그것들에 

해 아는 모든 것들은 시종일관됨이 전혀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7:10,11, 에스겔 7:26,27, 시편 5:9.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란 그들은 진리들과 선들
이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40:17, 70:5, 86:1, 87:14, 109:16, 
72:4,12,13, 35:10, 이사야 32:7, 29:19.
 “그리고 눈이 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모른다” 란 그
들은 진리를 이해함도 없다, 그리고 선을 뜻함도 없다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9:18, 35:4,5, 42:6,7, 42:16, 43:8, 
56:10,11, 요한복음 12:40, 9:39-41, 마태복음 
23:16,17,19,24, 마태복음 15:14, 누가복음 6:39.
18 “나는 네가 나에게서 불에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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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너에게 조언한다; 그리고 흰 의복
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그
리고 네가 볼 수 있게 안약을 네 
눈들에 바르라고 (조언한다). 

19 내가 사랑한 만큼, 나는 꾸짖
고 징벌한다; 열심을 내라, 그리
고 회개하라. 

20 잘 보아라, 나는 문에 서 있
다 그리고 두드린다: 만일 누군가
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문을 연다면, 나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녁을) 먹을 것이다(sup), 그리
고 그는 나와 더불어 (저녁을 먹
을 것이다). 

21 이겨내는 그에게 나는 내가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왕좌 
에 아버지와 더불어 앉았을 때 
같이 내 왕좌 에 나와 더불어 앉
도록 해줄 것이다. 

고 너에게 조언한다”란 그들이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을 획득하여 슬기로워지라는 권면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2:32,33.
 “그리고 흰 의복을 (사서) 입어라” 란 그들은 지혜의 순수한 
진리들을 자신들에게 획득해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하라” 란 천적인 사랑
의 선이 모독되고 섞음질되지 않도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15, 이사야 47:1-3, 나흠 3:1,4,5, 호세
아 2:2,3, 에스겔 16:6, 예레미야애가 1:8, 하박국 2:15,16, 창
세기 9:21-23, 출애굽기 20:26, 28:42,43, 창세기 2:25, 이사
야 58:6,7, 에스겔 18:7, 마태복음 25:35,36.
 “그리고 네가 볼 수 있게 안약으로 네 눈들에 바르라” 란 그
들의 이해함이 치료될른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19 “내가 사랑한 만큼, 나는 꾸짖고 징벌한다” 란 지금 그들은 
사랑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이 허락될 수 밖에 없
다를 의미한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란 이것은 진리에 한 애착
으로부터 행해져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20 “잘 보아라, 나는 문에 서 있다 그리고 두드린다” 란 주님은 
말씀 안에서 모든 이 각각에게 현존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진리
들을) 받으라고 강요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어떻게를 가
르치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2:36.
 “만일 누군가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그리고 문을 연다면” 이
란 말씀 안에서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21-24.
 “나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녁을) 
먹을 것이다(sup),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저녁을 먹을 것
이다)” 란 주님은 자신을 그들과 결합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결합한다를 의미한다. 
21 “이겨내는 그에게”란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훈계들에 따른 
생활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되는 상태 같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 왕좌 에서 나와 함께 앉도록 해줄 것이다“ 란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의 결합함을 가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나는 내가 이겨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왕좌 에 아버지와 더
불어 앉았을 때 같이” 란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 
천국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8, 14:6, 15:5, 14:20, 
17:17,1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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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4

1 이 일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
고 잘 보니 한 문이 천국에서 열
렸다. 그리고 처음의 음성, 내가 
들었었고, 나와 더불어 말하던 나
팔 같은 (음성이), 말하셨다, 이
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는 이후
에 있어야 할 것들을 네게 보일 
것이다. 

2 그리고 즉시 나는 영 안에 있
었다. 그리고 잘 보니, 왕좌가 천
국에 설치되어졌다, 그리고 한 분
이 왕좌 위에 앉아 계신다. 

22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귀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the 
Spirit)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의 의미는 앞 절
(2:7) 참조.

영적 의미 요약
 선행과 믿음 없이 존재하는 예배, 곧 죽은 예배 안에 있는 기
독 세계에 있는 이들이 사데에 있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다. 주
님으로부터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이 빌라델비아
에 있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다. 자신들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
부터 교차적으로 믿는 이들, 이러므로 해서 거룩한 것들을 모
독하는 이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들 모두 역시 앞 장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새 교회라 불리워
진다.

4
각 절의 영적 의미

1 “이 일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한 문이 천국에서 
열렸다” 란 마지막 심판이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
들에 따라 수행되려 할 즈음 심판의 준비 단계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열되는 것에 관하여 명시함(manifest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처음의 음성, 내가 들었었고, 나와 더불어 말하던 나
팔 같은 (음성이), 말하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란 신성의 유입
(Divine influx), 그리고 그로부터 있어지는 지성(mind)의 승강
이 명백한 지각을 수단으로 뒤이어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0:1-10.
 “그리고 나는 이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네게 보일 것이다” 란 
마지막 심판 앞에 올 것들에 관해서 밝히 알림(계시),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 후에 (있을 것에 관한 계시이다)
를 의미한다.
2 “그리고 즉시 나는 영 안에 있었다” 란 그는 영적 상태에 있
도록 허락되어졌다, 이 상태에서 천국에 존재하는 것들이 명백
하게 나타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잘 보니, 왕좌가 천국에 설치되어졌다” 란 (마지막) 
심판의 표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5:31, 시편 9:4,5,7, 다니엘 7:9,10, 시
편 122:3-5, 계시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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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앉으신 그분은 외모에
서 벽옥(jasper)과 홍옥수
(sardine)를 닮았다; 그리고 외모
가 에메랄드(emerald) 같은 무지
개가 왕좌를 빙둘러 있었다. 
4 (그분의)왕좌를 빙둘러 스물 
넷의 왕좌들이 있었다; 그리고 왕
좌들 위에 스물 넷의 원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은) 흰 의복들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들에 금빛의 
왕관들을 썼다. 

5 그리고  (그분의) 왕좌에서 번
개들과 천둥들, 그리고 음성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왕
좌 앞에 타고 있는 불의 일곱 등
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느님
의 일곱 영들이다. 

6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은 수
정을 닮은 유리 바다였다. 그리고 
(그분의)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를 빙둘러 앞과 뒤에 눈들이 가
득한 네 동물(animal)이 있었다. 

7 그리고 첫째 동물은 사자를 닮

 “그리고 한 분이 왕좌 위에 앉아 계신다” 란 주님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앉으신 그분은 외모에서 벽옥(jasper)과 홍옥수
(sardine)를 닮았다” 란 최말단(ultimates)들에서 나타난 주님
의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모가 에메랄드(emerald) 같은 무지개가 왕좌를 빙
둘러 있었다” 란 주님의 주변 역시 똑같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4 “(그분의) 왕좌를 빙둘러 스물 넷의 왕좌들이 있었다, 그리
고 왕좌들 위에  스물 넷의 원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란 심판을 준비하려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열됨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5:22,27, 12:47,48, 마태복음 19:28, 누
가복음 22:30, 이사야 3:14, 시편 20:4.
 “(그들은) 흰 의복들을 입었다” 란 말씀의 신성한 진리들로부
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머리들에 금빛의 왕관들을 썼다” 란 
사랑으로부터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5 “그리고  (그분의) 왕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 그리고 음성
들이 진행되었다” 란 주님으로부터 계발. 지각, 가르침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시편 77:15,17,18, 97:4, 81:7, 계시록 19:6, 출애
굽기 19:16, 요한복음 12:28,29, 마가복음 3:17, 계시록 6:1, 
14:2, 8:5, 10:3,4, 11:19.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에 타고 있는 불의 일곱 등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 란 기독교인들 사
이에, 그들로부터 있는 새 천국을 의미한다.
6 “그리고 (그분의) 왕좌 앞은 수정을 닮은 유리 바다였다” 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일반적 진리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부터의 새 천국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14:8, 시편 77:19, 이사야 43:16, 시편 
24:2, 104:5,6, 예레미야 51:36,42, 호세아 11:10.
 “그리고 (그분의)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를 빙둘러...네 동물
(animal)이 있었다” 란 주님의 말씀은 처음 것들로부터 최말단 
것들에 이르기까지 있고 그것들의 파수꾼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23,24, 출애굽기 25:18-21, 25:22, 
30:6, 민수기 7:89, 출애굽기 26:31, 에스겔 28:12-14,16, 시
편 80:1, 99:1, 18:10,11.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한” 이란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를 의
미한다.
7 “그리고 첫째 동물은 사자를 닮았고” 란 힘(power)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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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송
아지를,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을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
리를 닮고 있었다. 

8 그리고 네 동물들 각각 단독으
로 자기를 에워싸는 여섯 날개들
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안쪽
에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쉬지 않고, 낮과 밤, 거룩, 거룩, 
거룩, 주 하느님 전능이신 분, 계
셨고, 계시고, 오시려 계신 분 하
고 말하고 있었다. 

9 그리고 동물들이 영광, 영예, 
감사들을 세세토록 사시는, 왕좌 
위에 앉으신 그분에게 드렸을 때, 

한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3:8, 호세아 11:9,10, 이사야 31:4, 계시록 
5:5, 창세기 49:9, 계시록 10:3, 민수기 24:9, 23:24.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송아지를” 이란 애착(affection)에 관
련한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4:2, 말라기 4:2, 시편 29:6, 호세아 
13:2, 이사야 27:10.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을 닮은 얼굴(face)을 가지고 있
고” 란 지혜에 관련한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12, 24:6, 예레미야 31:27, 에스겔 
34:31, 36:38, 예레미야 4:23,25, 호세아 13:2, 계시록 21:17.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를 닮고 있었다” 란 지식들, 
그로부터 이해함에 관련한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31, 욥기 39:26,27,29, 시편 103:5, 에
스겔 17:1-8.
8 “그리고 네 동물들 각각 단독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여섯 날
개들을 가졌다” 란 그것의 힘들, 그리고 그것의 파수꾼(guard)
들에 관련한 말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23,24, 3:13, 10:5,21, 이사야 6:2, 시편 
18:10, 사무엘하 22:11, 계시록 14:6, 시편 91:4, 17:8, 36:7, 
57:1, 63:7, 에스겔 16:8, 말라기 4:2, 신명기 32:11,12, 마태
복음 23:37, 누가복음 13:34.
 “그리고 그것들은 안쪽에 눈이 가득했다” 란 말씀의 천적 의
미와 영적 의미로부터 말씀의 자연적 의미 안에 있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쉬지 않고, 낮과 밤, 거룩, 거룩, 거룩, 주 하
느님 전능이신 분...하고 말하고 있었다” 란 말씀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분 만이 하느님이시다를, 그리고 그
러므로 그분 만이 예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를 의미
한다.
 “계셨고, 계시고,, 오시려 계신 분” 이란 주님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4,8,11,17.
9 “그리고 동물들이 영광, 영예, 감사들을...” 이란 말씀은 모든 
진리, 모든 선, 모든 예배를 심판하시는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96:5,6, 104:1, 111:2,3, 21:5,6, 45:3,4, 
8:5, 35:2.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 이란 주님 만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영원함은 그분만으로부터 있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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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물 넷 원로들은 왕좌에 앉
으신 그분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을 숭배했
다, 그리고 왕좌 앞에 그들의 왕
관들을 내던지며, 말하기를, 
11 오 주여 당신이 영광, 그리고 
영예와 권능을 받으심은 훌륭합
니다(worthy), 그 이유가 당신께
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당신
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있고 창
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5

1 그리고 나는 왕좌에 앉으신 그
분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을 가진 
안쪽에 쓰여지고, 그리고 뒤에 쓰
여진 책을 보았다. 

10 “스물 넷 원로들은 왕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엎드렸다, 그
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을 숭배했다” 란 주님 앞에서 천국
에 있는 모두가 죄송스러워함(humilia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좌 앞에 그들의 왕관들을 내던지며”란 그들의 지혜
는 그분만으로부터 있다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11 “말하기를, 오 주여 당신이 영광, 그리고 영예와 권능을 받
으심은 당연합니다(worthy)”란 이 왕국은 공적과 정의를 수단
으로 주님의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당신으로 말미
암아 그것들은 있고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란 천국과 주님
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형태를 가진 것, 인간이 개
혁되고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는 주
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또는 말씀인 주님의 신성한 진리에 
의한 주님의 신성한 선으로부터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51:10, 104:28,30, 102:18, 이사야 
65:17,18, 42:5, 45:12,18, 43:1,7, 에스겔 28:13,15, 41:20.

영적 의미 요약
 심판을 위해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배열됨을 취급하
고 있다. 이 심판은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의거 집행되어진다; 
아울러 주님 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다를 인정함에 관한 것도 
취급되고 있다.

5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안쪽에 쓰여
지고, 그리고 뒤에 쓰여진 책을 보았다” 란 영원으로부터의 그
분의 신성 자체에 관련된 주님, 이분은 전능(omnipotent)과 전
지(omniscient)이시고, 말씀이신 분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14, 신명기 7:10, 다니엘 12:1, 시편 
139:15,16, 출애굽기 32:32,33, 시편 69:28, 계시록 20:12,15, 
21:27, 13:8, 17:8, 시편 40:7, 에스겔 2:9,10, 누가복음 3:4, 
20:42.
 “일곱 인을 가진” 이란 이것은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감추여 
있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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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나는 큰 음성으로 선포
하는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이 책의 인들을 풀어서(loose) 
이 책을 열 가치가 있는가? (하
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3 그리고 그 책을 열고, 게다가 
그 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다. 
4 그리고 나는 크게 울었는데, 그 
이유는 그 책을 열고 읽고, 게다
가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5 그리고 원로들 중의 하나가 나
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잘 보
아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속에 계신 사자께서 그 책을 여
시기 위해, 그 책의 일곱 인을 푸
시기 위해 승리하셨다
(prevailed). 

6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왕좌의 한가운데에서 그리
고 네 동물의 한가운데에서, 그리
고 원로들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죽임을 당한 듯 서있는 어린 양
을 보았는데, 이 어린 양은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을 가지고 있었
다, 이는 모든 땅에 파견된 하느
님의 일곱 영들이다. 

2 “그리고 나는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천사를 보았다” 란 
천사들과 인간들과 더불어 내면적으로 흐르는 주님으로부터 있
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누가 이 책의 인들을 풀어서(loose) 이 책을 열 가치가 있는
가?” 란 누가 천국들에 그리고 땅들에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의 
상태들을 알 능력을 가지는가? 그리고 누가 그 생명의 상태에 
따라 심판할 권능을 가지는가?를 의미한다.
3 “그리고 그 책을 열고, 게다가 그 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었다” 란 보다 
더 높은 천국들, 보다 더 낮은 천국들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
는 아무도 없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23.
4 “그리고 나는 크게 울었는데, 그 이유는 그 책을 열고 읽고, 
게다가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란 심정의 슬픔, 그 이유는 만일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모두는 멸망해야만 하기 때문...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1,22.
5 “그리고 원로들 중의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란 
위로를 의미한다.
 “잘 보아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속에 계신 사자께서...
승리하셨다(prevailed)” 란 주님, 그분은 그분 자신의 능력에 
의해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그분의 인간 안에서 신성한 
선이 신성한 진리와 하나됨을 수단으로 지옥을 복종시키셨고 
모든 것을 질서 안으로 환원되게 하셨다를 의미한다.
 “그 책을 여시기 위해, 그 책의 일곱 인을 푸시기(loose) 위
해” 란 천국과 땅의 모든 것의 생명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상태에 따라 모든 이 각각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왕좌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네 동물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원로들의 한가운데에
서” 란 천국, 말씀, 그리고 주님의 교회 속의 가장 깊은 모든 
것들로부터를 의미한다.
 “마치 죽임을 당한 듯 서있는 어린 양” 이란 주님의 인간 (측
면)이  신성이다고 그분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를 의
미한다.
 “이 어린 양은 일곱 뿔들을 가지고 있다” 란 그분의 전능하심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6:13, 시편 75:4,5,10, 예레미야애가 2:17, 
예레미야 48:25, 에스겔 34:21, 시편 148:14, 89:17, 하박국 
3:4, 시편 89:21,24, 시편 18:2,3, 사무엘하 22:3, 미가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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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그분은 와서 왕좌에 앉
으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가
져갔다. 

8 그리고 그가 그 책을 가져갔을 
때, 네 동물들,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
데, 그들 각각은 하프(harp)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접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향은 성인
(saint)들의 기도들이다. 

9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말하기를, 당신이 그 책
을 가져가시고 그 책의 인들을 
여심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당
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지

예레미야애가 2:2,3, 계시록 12:3, 13:1, 17:3,7,12, 다니엘 
8:3,4,5,7-12,21,25, 7:3,7,8,20,21,23,24, 스가랴 1:18-21, 
출애굽기 27:2, 30:2,3,10, 아모스 3:14. 
 “일곱 눈들을 가지고 있었다” 란 그분의 전지하심과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 란 어떤 종
교가 있는 곳이든지 세상 모두를 망라해 신성한 진리는 신성한 
지혜로부터 파생되어진다를 의미한다.
7 “그리고 그분은 와서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가져갔다” 란 그분의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은 말씀이
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이다, 그
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30, 19:28, 16:27, 누가복음 21:36, 
마태복음 24:44, 요한복음 5:22,27.
8 “그리고 그가 그 책을 가져갔을 때” 란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
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천국과 땅에 있
는 모든 것들을 질서에로 되돌리기로 결정하셨을 때를 의미한
다.
 “네 동물들,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란 보다 더 높은 천국들로부터 있는 부끄러워함과 그분을 숭배
함을 의미한다.
 “그들 각각은 하프(harp)들을 가지고 있다” 란 영적 진리들로
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고백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33:2, 43:4, 71:22, 57:8,9, 108:2-4, 147:7, 
92:2-4, 98:4-6.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접들을 가지고 있었다” 란 영적 선들
로부터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관하여 고백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말라기 1:11, 신명기 33:10, 시편 66:13,15, 예레
미야 17:26, 이사야 60:6, 마태복음 2:11.
 “이 향은 성인(saint)들의 기도들이다” 란 영적인 선들과 진리
들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더불어 있는 선행의 애착들
로부터 믿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8:3-5, 시편 141:1,2,.
9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란 주님 만이 심판자, 
구속자, 그리고 구세주, 그러므로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고 
인정하고 찬양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98:1,4-8, 149:1-3, 이사야 42:10,12, 
44:23, 49:13, 81:1-3, 51:3, 52:8,9, 12:1-6, 시편 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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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그리고 혀, 그리고 백성, 그리
고 국가로부터 당신의 피로 우리
를 하느님에게 되찾으셨기 때문
입니다. 

10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하느님에게 왕들과 성직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
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11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왕좌, 그리고 동물들, 그리
고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
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천천, 만만이었다. 

 “말하기를, 당신이 그 책을 가져가시고 그 책의 인들을 여심
은 당연합니다” 란 그분 만이 모든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아
시고, 그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이 각각을 심판하실 수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
느님에게 되찾으셨기 때문이다” 란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그리
고 (주님이) 그분과 결합함을 수단으로 구원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6, 44:6, 44:24, 48:17, 19:14, 예레미
야 50:34, 이사야 54:5, 49:26, 60:16, 47:4, 54:8, 43:14, 
49:7, 시편 31:5, 130:7,8, 44:26, 호세아 13:4,14, 이사야 
63:1,4,9, 62:11,12, 누가복음 1:68.
 “모든 지파, 그리고 혀, 그리고 백성, 그리고 국가로부터” 란 주
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 또는 어느 종교에 있는 자들, 또는 교리 
측면에서 진리들에 있는 이들, 또는 생활 측면에서 선 안에 있
는 이들은 주님에 의해 되찾아진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35:28, 71:24, 이사야 35:6, 32:4, 45:23, 
66:18, 스가랴 8:23, 시편 140:11, 31:20, 예레미야 5:15, 에
스겔 3:5,6, 이사야 33:19, 누가복음 16:24.
10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하느님에게 왕들과 성직자들
로 만들었읍니다” 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그들은 신성한 진리들
로부터 지혜 안에, 그리고 신성한 선들로부터 사랑 안에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란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왕국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안에 그리
고 그들은 그분 안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7:20-24, 마태복음 19:28, 계시록 
20:4,6, 22:5, 이사야 24:1-23, 예레미야 12:4,11-13, 
4:7,23-28, 이사야 33:9, 34:9,10, 13:9,13, 시편 18:7, 
46:2,3,6,8, 이사야 40:21,23, 시편 60:1,2, 75:3, 이사야 
18:1,2, 9:19, 말라기 3:12, 이사야 49:8,13, 38:11, 에스겔 
32:23-27, 시편 27:13, 마태복음 5:5, 이사야 44:23,24, 스가
랴 12:1, 예레미야 10:11-13, 51:15, 시편 136:6, 이사야 
45:8,12,18,19, 65:17, 66:22.
11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왕좌, 그리고 동물들, 그
리고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란 보다 
낮은 천국들에 의해 주님이 고백되고 영광을 기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천천, 만만이었다” 란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는 모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17, 다니엘 7:9,10, 신명기 33:17,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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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
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 그리
고 부함, 그리고 지혜, 그리고 영
예, 그리고 영광, 그리고 축복을 
받으심은 당연합니다. 

13 그리고 천국에, 땅에,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창조된 모두 각각
의 것,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있
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
든 것이 축복, 그리고 영예, 그리
고 영광, 그리고 권능이 왕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그리고 어린 양
에게 세세토록 있으리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14 그리고 네 동물들이 말했다, 
아멘.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
는 그분을 경배했다.

91:5-7, 144:13, 미가 6:7, 민수기 10:36.
12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 그
리고 부함, 그리고 지혜, 그리고 영예, 그리고 영광을 받으심은 
당연합니다” 란 그분의 신성한 인간에서의 주님은 전능, 전지, 
신성한 선, 그리고 신성한 진리이시다를 심정으로부터 고백함
을 의미한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심은...” 이란 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
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들 안에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4:6, 마태복음 23:39, 누가복음 13:35, 
창세기 14:18-20, 9:26, 시편 28:6, 31:21, 41:13, 21:5,6, 누
가복음 1:64,68, 2:28,30,31, 시편 16:7, 96:1-3, 68:19,26.
13 “그리고 천국에, 땅에,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창조된 모두 
각각의 것,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있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란 가장 낮은 천국
들의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고백되고 영광을 기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16:15, 욥기 12:7-9, 시편 69:34,35, 
148:7, 스바냐 1:2,3, 이사야 50:2,3, 에스겔 38:19,20, 호세아 
4:2,3, 계시록 8:7-9, 시편 96:11-13.
 “축복, 그리고 영예, 그리고 영광, 그리고 권능이 왕좌에 앉으
신 그분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있으리이다” 란 영
원으로부터 주님 안에, 그리고 그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 천국과 주님의 교회의 모든 것, 신성한 선, 그리고 신성한 
진리, 그리고 신성한 권능이 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들 
안에 있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7:13,14, 미가 5:2, 이사야 9:6.
14 “그리고 네 동물들이 말했다, 아멘.” 이란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확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을 경배했다” 란 주님께 죄송스러워 함, 그리고 그분으로
부터, 그리고 그분 안에 있어 생명을 영원히 지니는 천국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죄송해함으로부터 우러나 주님을 고백하고 
경배함을 의미한다.,.

영적 의미 요약
신성한 인간 측면의 주님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따라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 천국들에 있는 모두에 의해 인정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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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나는 어린 양이 봉인들의 첫 
번째를 여셨을 때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네 동물들 중의 하나가 우
레 소리와도 같이, 와서 보라 라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흰 말, 그리고 그 위에 앉
은 그는 활을 가졌다; 그리고 왕
관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리
고 그는 정복하며 정복하려고 나
아 갔다. 

3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인을 여

6
각 절의 영적 의미

1 “나는 어린 양이 봉인들의 첫 번째를 여셨을 때 보았다” 란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하는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에 따른 생명에 관한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조사
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네 동물들 중의 하나가 우레 소리와도 같이, 말
하는 것을 들었다” 란 말씀의 신성한 진리에 따라서를 의미한
다. 
 “와서 보라” 란 순서에서 첫 번째에 관한 것이다고 명시함을 
의미한다.
2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흰 말” 이란 이들과 
더불어 있는 것은 선과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이해함이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11,13,14,16, 하박국 3:8,15, 이사야 5:28, 스
가랴 12:4, 14:20, 욥기 39:17,18, 스가랴 9:10, 시편 76:6, 학개 
2:22, 예레미야 51:20,21, 에스겔 39:17,20,21, 계시록 19:17,18, 창
세기 49:17,18, 시편 45:3,4, 68:4, 이사야 19:1, 시편 68:32,33, 
18:10, 이사야 58:14, 신명기 32;12,13, 호세아 10:11, 열왕기하 
2:12, 13:14, 6:17, 스가랴 6:1-8,15, 이사야 31:1,3, 신명기 
17:15,16, 호세아 14:3, 시편 20:7, 33:17, 147:10, 이사야 
30:15,16, 스가랴 10:3,5, 나흠 3:1-4, 에스겔 26:7-11.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는 활을 가졌다” 란 그들은 말씀으로
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교리로 그들
은 지옥으로부터 있는 거짓들과 악들에 맞서 싸웠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14, 이사야 5:28, 예레미야애가 2:4, 하박국 
3:8,9, 이사야 41:2, 스가랴 9:10, 예레미야 9:3, 시편 11:2, 창세기 
49:23,24, 예레미야 50:14,29, 사무엘하 1:17,18, 예레미야 49:35, 이
사야 49:2, 시편 127:3-5, 시편 76:2,3, 46:9, 에스겔 39:8,9, 호세아 
2:18.
 “그리고 왕관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 란 전투 속에서의 그
들의 휘장(badge)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무엘하 1:10.
 “그리고 그는 정복하며 정복하려고 나아 갔다” 란 악들과 거
짓들을 제압하는 승리가 영원함을 의미한다.
3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란 마지막 심판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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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을 때, 나는 두 번째 동물이 와
서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
다. 

4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붉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에게 땅으로부터 평화를 
가져가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검이 주어졌
다. 

5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인을 여
셨을 때, 나는 세 번째 동물이 와
서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
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검은 말; 그리고 그 위
에 앉은 그는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행되어져야 하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를 주님께서 조사하심을 
의미한다,
 “나는 두 번째 동물이...말하는 것을 들었다” 란 말씀의 신성
한 진리에 따라서를 의미하는데 1절의 의미와 같다.
 “와서 보라” 란 순서에서 두 번째에 관련하여 명시함을 의미
한다
4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붉었다” 란 말씀을 
이해한 것이 (오히려) 선에 관련된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
로부터 자기들과 더불은 생명도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11,12, 이사야 63:1,2, 예레미야애가 4:7, 나
흠 2:3,4, 이사야 1:18,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에게 땅으로부터 평화를 가져가는 것
이 주어졌다” 란 선행(charity), 영적 안전, 내적 휴식을 거두
어 가버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6,7, 요한복음 14:27, 16:33, 시편 72:3,7, 에스
겔 34:25,2, 37:25,26, 말라기 2:4,5, 이사야 52:7, 민수기 6:24-26, 
시편 29:11, 55:18, 이사야 32:17,18, 누가복음 10:5,6, 마태복음 
10:12-14, 시편 37:11,37, 누가복음 1:78,79, 시편 119:165,166, 이
사야 48:18,22, 시편 85:8,10, 38:3, 예레미야애가 3:15,17.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는 것이었다” 란 지옥의 침입으로
부터 야기된 내부의 미움들, 내적인 불안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검이 주어졌다” 란 악의 거짓들에 의해 
진리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5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란 마지막 심판이 집
행되어야 하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이 주님에 의해 조사됨을 
의미한다.
 “나는 세 번째 동물이...말하는 것을 들었다” 란 말씀의 신성
한 진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와서 보라” 란 순서에서 세 번째에 관련됨을 명시함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검은 말” 이란 말씀을 
이해해서 진리를 파괴함, 그러므로 이들과 더불은 교리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4:7,8, 미가 3:6, 에스겔 31:15, 계시록 
6:12, 예레미야 4:27, 28, 에스겔 32:7, 요엘 2:10, 3:15.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는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란 이
들과 더불어 있는 선과 진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평가함을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5:1,2,25-28, 이사야 40:12, 계시록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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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나는 네 동물들의 한가
운데에서 음성이  한 분량
(되)(measure)에 한 푼(penny), 
그리고 보리 세 분량에 한 푼; 그
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다치게 말
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7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인을 여
셨을 때, 나는 네 번째 동물이 와
서 보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8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창백한(pale) 말;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의 이름은 죽음
이었다, 그리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검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
리고 짐승들을 수단으로 죽이도
록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힘이 주어졌다. 

6 “그리고 나는 네 동물들의 한가운데에서 음성이...말하는 것
을 들었다” 란 주님에 의해 말씀이 신성하게 감시됨(guard)을 
의미한다.
 “  한 분량(되)(measure)에 한 푼(penny), 그리고 보리 세 
분량에 한 푼” 이란 선과 진리를 평가해보니(저울에 달아 보
니) 너무 조금이어서 거의 없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1:10-12, 마태복음 3:11,12, 13:24-30, 이사야 
28:22,25,26, 신명기 8:7,8, 예레미야 31:12, 신명기 32:13,14, 시
편 81:16, 147:14, 에스겔 4:12,15, 호세아 2:1,2.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다치게 말라” 란 말씀 안에 내면적
으로 감추여 놓여져 있는 거룩한 선들과 진리들은 더럽혀지거
나 모독되어서는 안되는 바, 이것은 주님에 의해 준비되어져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5:1, 요엘 3:18, 아모스 9:13,14, 이사야 16:10, 
예레미야 48:32,33, 요엘 1:5,10,11, 창세기 49:11,12, 마태복음 
16:29, 누가복음 22:18, 창세기 14:18,19, 마태복음 9:17, 누가복음 
5:37, 요한복음 2:1-10, 누가복음 10:33,34, 호세아 4:11,18, 시편 
75:8, 예레미야 2:7, 계시록 14:8-10, 18:3, 16:19, 17:1,2, 다니엘 
5:2-4.
7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란 마지막 심판이 집
행되어져야하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주님께서 조사하심을 
의미한다.
 “나는 네 번째 동물이...말하는 것을 들었다” 란 말씀의 신성
한 진리에 따라서를 의미한다.
 “와서 보라” 란 순서에서 네 번째에 관한 것을 (아래에) 명시
함을 의미한다.
8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창백한(pale) 말” 이
란 말씀을 이해한 것이 (오히려) 선에 관한 것을, 그리고 진리
에 관한 것 둘 다를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의 이름은 죽음이었다, 그리고 지옥
이 그의 뒤를 따랐다” 란 영적 생명이 꺼졌음, 이리하여 지옥
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3:14, 시편 18:4,5, 116:3, 49:14,15, 계시록 
1:18.
 “...죽이도록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힘이 주어졌다” 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선을 파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수단으로“ 란 교리 속의 거짓들을 수단으로, 생
활 속의 악들을 수단으로, 자아 속의 사랑(이기심)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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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그가 다섯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있던 증거를 위
해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혼들을 
보았다. 

10 그리고 그들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오 주여, 거룩하
고 참이신 분, 당신은 땅에 거주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피를 얼마
나 오랫동안 심판하여 되갚지 않
고 있으시렵니까? 
11 그리고 흰 도포가 그들 각각
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지기를, 너희들은 아직 조금 
더 휴식해야 하는데, 너희들의 동
료 종들 역시,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들이 너희들이 그러했었던 
것 같이, 죽어져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다. 

12 그리고 나는 그가 여섯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
고 태양은 머리털로 (짠) 삼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 그리고 달은 

욕망들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6:4, 이사야 51:19, 예레미야 11:22, 18:21, 
29:17,18, 24:10, 34:17, 에스겔 6:11,12,16,17, 6:11,12, 
14:13,15,21, 예레미야 14:12,13,15,16, 42:13,14,16-18,22, 
44:12,13,17, 마태복음 24:7,8, 마가복음 13:8, 누가복음 21:11.
9 “그리고 그가 다섯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란 주님께서 마지
막 심판의 날에 구원되어져야 하는 이들, 그리고 한동안 보존
되었던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조사하심을 의미한다.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혼들을 보았다” 
란 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른 생활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신성
한 인간을 인정했다 하여 악한 자들이 거절해버린 이들, 그리
고 꾀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시(보호)해왔던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10, 스가랴 11:4,5,7, 시편 44:22,23, 이사야 
27:6,7, 예레미야 4:31, 마태복음 24:9, 요한복음 16:2,3.
10 “그리고 그들은 큰 음성으로 외쳤다” 란 심정의 슬픔을 의
미한다.
 “말하기를, 오 주여, 거룩하고 참이신 분, 당신은 땅에 거주하
는 그들에게 우리의 피를 얼마나 오랫동안 심판하여 되갚지 않
고 있으시렵니까?” 란 마지막 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신성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이 제거되
지 않기 때문에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흰 도포가 그들 각각에게 주어졌다” 란 그들이 신
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천사들과 소통하고 결합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상 19:19, 열왕기하 2:8, 2:14, 2:12,13, 출애굽기 
28:31-35, 26:16, 마태복음 23:5, 미가 2:8.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지기를, 너희들은 아직 조금 더 휴식해
야 하는데, 너희들의 동료-종들, 역시,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
들이 너희들이 그랬던 것 같이, 죽어져서 그 수가 다 찰 때까
지 이다” 란 마지막 심판이 아직은 조금 더 지연될 것인데, 너
희들 같이 악들에 의해 거절된 이들을 다 모을 때까지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6:19-21.
12 “그리고 나는 그가 여섯 번째 인을 여셨을 때 보았다” 란 
마지막 심판이 이제 막 있어져야 하는 이들, 즉 내면적으로 악
인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주님께서 조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잘 보니, 큰 지진이 있었다” 란 모조리 바뀐 교회의 
상태, 그리고 공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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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이 되었다. 

13 그리고 천국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해 
흔들렸을 때,  그것의 덜 익은 무
화과들을 내던진 것과 같이 땅으
로 떨어지고 있었다. 

14 그리고 천국은 책을 통째로 
둘둘 말듯이 떠났다: 그리고 모두 
각각의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장소
들에서 옮기워졌다. 

15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위
한 자들, 그리고 부자, 그리고 

수천(thousands)의 통치자, 그리
고 힘센 자, 그리고 모두 각각의 
종, 그리고 모두 각각의 자유인은 
자신들을 동굴들 안에, 그리고 산
들의 바위들 안에 숨겼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7, 마가복음 13:8, 누가복음 21:11, 계시록 
16:18, 이사야 13:13, 24:18-20, 시편 18:7, 나흠 1:5,6, 예레미야 
10:10, 49:21, 요엘 2:10. 학개 2:6,7, 계시록 11:19.
 “그리고 태양은 머리털로 (짠) 삼베옷 같이 검게 되었다, 그
리고 달은 피 같이 되었다” 란 사랑의 모든 선을 그들의 것과 
섞음질 함(간음질 함), 그리고 믿음 속의 모든 진리를 왜곡(위
조)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3:31.
13 “그리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란 선과 진리에 관
한 모든 지식들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큰 바람에 의해 흔들려졌을 때, 무화과-나무가 그것의 덜 익
은 무화과들을 내던진 것과 똑같이” 란 영적 추론으로부터 분
리된 자연적 추론들을 수단으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4:4, 예레미야 8:13, 나흠 3:12, 예레미야 
24:2,3,5,8, 이사야 38:21, 예레미야 29:17,18, 호세아 2:12, 9:10, 
요엘 1:7,12, 스가랴 3:10, 마태복음 21:18-21, 24:32,33, 마가복
음 11:12-14,20-24, 누가복음 6:44, 13:6-9.
14 “그리고 천국은 책을 통째로 둘둘 말듯이 떠났다” 란 천국
으로부터 분리됨 그리고 지옥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4:4.
 “그리고 모두 각각의 산과 섬이 그것들의 장소들에서 옮기워
졌다” 란 사랑의 선, 그리고 믿음 속의 진리 모두가 떠났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21:1, 나흠 1:15, 이사야 52:7, 시편 148:7,9, 
68:15,16, 114:4-7, 이사야 65:9, 마태복음 24:16, 시편 36:6, 스가랴 
14:3,4, 누가복음 21:37, 22:39, 요한복음 8:1, 마태복음 24:3, 마가복
음 13:3, 마태복음 21:1, 26:30, 마가복음 11:1, 14:26, 누가복음 
19:29,37, 21:37, 22:39, 출애굽기 19:20, 24:17. 이사야 2:12,14, 
40:3,4, 에스겔 38:20,21, 예레미야 51:25, 4:23-25, 신명기 32:22, 
이사야 42:15, 41:15,16, 예레미야 13:16, 계시록 16:20. 
15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위 한 자들, 그리고 부자, 그리
고 수천(thousands)의 통치자, 그리고 힘센 자, 그리고 모두 
각각의 종, 그리고 모두 각각의 자유인” 이란 분리됨 이전의 
이런 사람들, 즉 선과 진리를 이해한 이들, 이 이해에 관한 지
식들의 과학을 지닌 이들, 석,박사 수준의 지식인들, 이렇게 된 
자들이 타인들로부터였든, 혹은 자신 스스로부터이였든, 어찌
된 이유로부터이든 아직까지 그것들에 따른 생활이 있지 않았
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신들을 동굴들 안에, 그리고 산들의 바위들 안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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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
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
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로
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분노로부
터 우리를 감추어라. 
17 그 이유는 그분의 분노의 큰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서있을 수 있는가?

7

1 이 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
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
았는데, 그들은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서, 바람이 땅에, 바

란 그들은 지금 악들 안에, 그리고 이 악들로부터의 거짓들 안
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1, 욥기 30:6, 오바디야 3절, 이사야 32:14, 
예레미야 49:16, 16:16,17, 이사야 11:8.
16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라” 란 그들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
을 수단으로 악을 확증하여 주님의 신성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10:8, 누가복음 23:30.
17 “그 이유는 그분의 분노의 큰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누가 서 있을 수 있는가?” 란 마지막 심판의  사건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선과 주님께의 충실함으로부터 분리해버렸는
데, 이 방법 외에는 달리 그들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었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바냐 2:2,3, 이사야 13:9,13, 스바냐 1:14,15, 계시록 
11:18, 시편 2:12.

영적 의미의 요약
 이 장은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이들을 조사함에 관해서 
이다; 그리고 이 조사는 그들이 말씀을 어떤 품질에서 이해해 
왔었는지, 그로부터 생명에 관한 그들의 상태는 어떤 품질인지
를 조사하고 있다.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었던 이들 
(1,2절); 그리고 선 없이 있었던 이들 (3,4절); 진리를 모독함 
안에 있었던 이들 (5,6절), 그리고 선과 진리에 관련하여 모두
에서 통째로 황폐해져버린 이들 (7,8절). 악(한 자) 때문에, 보
다 더 낮은 땅에서 주님에 의해 보호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해지는 이들의 상태들에 관하여 (9-11). 악들 안에, 그리고 
이 악들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었던 이들에 관하여, 이들이 마
지막 심판의 날에 어떠한지, 등등을 취급한다.

7
각 절의 영적 의미

1 “이 일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란 지금 전체의 천국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35:5, 출애굽기 26:18,20,23, 27:9,11-13,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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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어느 나무에도 불지 않게 
하고 있었다. 

2 그리고 나는 살아 계신 하느님
의 인장을 가지고 태양이 떠오름
으로부터 올라가는 또 다른 천사
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
으로 땅과 바다를 다치게 함이 
주어진 네 천사에게 외쳤다. 
3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느님
의 종들의 이마에 날인할 때까지 
땅을 다치게 말라, 바다도 다치게 
말라, 나무들도 다치게 말라. 

4 그리고 나는 날인되어진 그들
의 숫자를 들었다; 십사만 사천 
명, 이스라엘의 모두 각각의 지파
로부터 날인되었다. 

록 20:8, 스바냐 3:6, 사사기 20:1,2, 민수기 24:17, 스바냐 1:16, 신
명기 32:26, 이사야 28:16, 예레미야 51:26, 스가랴 10:4, 시편 
118:22, 마태복음 21:42, 마가복음 12:10, 누가복음 20:17,18.
 “그들은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서, 바람이 땅에, 바다
에, 어느 나무에도 불지 않게 하고 있었다” 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합쳐져 있는 곳, 보다 낮은 부분들 안으로 보다 더 가까
이 그리고 이로부터 더 강력한 유입(influx)이 주님에 의해 허
락되지 않아 억눌러져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6:16,17, 에스겔 37:9,10, 스가랴 6:1,5, 요한복
음 3:78, 예레미야 10:12,13, 51:15,16, 시편 135:7, 147:17-19, 
148:8, 104:3,4, 18:10, 104:3, 예레미야애가 4:20, 창세기 2:7, 요
한복음 20:21,22, 예레미야 49:36, 이사야 30:33, 욥기 4:8,9, 시편 
18:15, 다니엘 7:2,3, 예레미야 23:19, 30:23, 시편83:15, 예레미야 
25:32, 에스겔 13:13, 호세아 8:7, 아모스 1:14, 스가랴 9:14, 시편 
11:6, 50:3, 55:8,107편, 마가복음 4:39,40, 누가복음 8:23,24, 출애
굽기 15:8,10.
2 “그리고 나는 태양이 떠오름으로부터 올라가는 또 다른 천사
를 보았다” 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규율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9, 창세기 48:16, 말라기 3:1, 출애굽기 
23:20-23.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란 모두와 각각을 아시
는 분, 그리고 그들을 서로 서로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분을 
의미한다
3 "말하기를, 땅을 다치게 말라, 바다도 다치게 말라, 나무들도 
다치게 말라” 란 보다 낮은 부분들 안으로 더 가까이 그래서 
더 세게 유입이 있으려는 것을 주님께서 예상하시고 제지하심
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날인할 때까지”란 주님
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고로 내면적으
로 선이 있는 이들이 분리되기 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9:4-6. 출애굽기 28:36-38, 신명기 6:5,8, 
11:18, 계시록 14:1, 22:4, 18:16, 17:5, 예레미야 3:3, 에스겔 3:7,8, 
이사야 48:4.
4 “그리고 나는 날인되어진 그들의 숫자를 들었다; 십 사만 사
천 명” 이란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
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 있는 모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2,16,17, 22:2,3, 14:1,3,4, 출애굽기 28:21, 
레위기 24:5,6, 출애굽기 24:4, 여호수아 4:1-9,20, 민수기 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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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
인 되어졌다. 

6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7 시므온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
어졌다. 잇사갈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열왕기상 18:31,32, 10:19, 7:25,44, 10:19,20, 계시록 12:1.
 “이스라엘의 모두 각각의 지파로부터 날인되었다” 란 주님의 
천국과 교회는 그들로 구성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35:23, 46:8-24, 49장, 신명기 33장, 민수
기 24:1-4.
5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천적인 
사랑, 이는 주님을 사랑함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새 천국과 새 
교회 안에 있을 이들과 함께 있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8-12, 에스겔 37:26,27, 스가랴 2:10-12, 
나흠  1:15, 마태복음 3:1-4, 요엘 3:20, 예레미야 23:5,6, 이사야 
65:9, 시편 114:2, 예레미야 31:31,33, 스가랴 8:23, 이사야 66:22, 
49:23, 신명기 32:20-34, 신명기 9:5,6, 예레미야 2:28, 11:13, 요
한복음 8:44, 마태복음 23:27,28, 마태복음 12:39, 마가복음 8:38.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있는 지혜, 이 지혜가 거기(주님의 새 천국과 새 
교회)에 있을 그들과 함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3, 37:21,22,29, 민수기 2:10-16, 사사
기 5:15,16, 창세기 49:3,4, 48:5.,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생활에서 사
용됨(uses), 이는 천적 사랑으로부터 지혜 속에 있고, 또한 거
기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있다.
6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상호간의 
사랑, 즉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함, 이것도 거기에 있을 이들과 
더불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20, 신명기 33:24,25.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사용함
(use)으로부터 있는 지각, 그리고 사용함이 무엇인지를 지각
함, 이것도 거기에 있을 그들과 함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사사기 5:18, 신명기 33;23, 창세기 49:21, 열왕기상 
7:14.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섬기
려는 의지, 행동에 옮기려는 의지, 이것 역시 거기에 있을 그들
과 함께 한다를 의미한다.
7 “시므온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영
적인 사랑,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거기에 있을 
이들과 함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로마서 8:8-10.
 “레위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선으로
부터 있는 진리에 한 애착이 거기에 있을 이들과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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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요셉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
어졌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9 이 일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
고 잘 보니, 모두 각각의 국가, 
그리고 족속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혀들로부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왕좌 앞에 서 
있고, 그들은 흰 도포들을 입었
고, 그리고 그들의 손들에는 종려
나무들이 있었다. 

10 그리고 큰 음성으로 외쳐, 말
하기를, 구원은 왕좌에 앉으신 우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21:5, 33:8-11, 말라기 3:1,3, 민수기 17:2-11.
 “잇사갈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생활
의 선이 거기에 있을 그들과 함께 있다를 의미한다.
 신명기 33:18,19.
8 “스불론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선
과 진리의 결혼적 사랑이 거기에 있을 그들과 함께 있다를 의
미한다.
 “요셉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가 거기에 있을 그들과 함께 있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22-26, 신명기 33:13-17, 아모스 6:6, 스
가랴 10:6,7.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일만 이천 명이 날인 되어졌다” 란 교리
에 따라 선으로부터 진리를 생활화함이 거기에 있을 그들과 함
께 있다를 의미한다.
9 “이 일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잘 보니, 아무도 셀 수 없
는 큰 무리” 란 위(5-8절)에 열거된 이들 속에 있지 않은 나
머지 모두, 그리고 아직 새 천국과 주님의 새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이들, 그리고 주님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품질로 된 
최말단 천국과 외적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숫자를) 셈” 이란 품질을 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5:2,5,25, 이사야 38:10, 13:4, 40:26, 시편 
147:4, 예레미야 33:13, 욥기 14:16, 이사야 22:9,10, 33:18,19, 
48:12-14, 사무엘하 24:1, 출애굽기 30:12.
 “모두 각각의 국가, 그리고 족속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혀
들로부터” 란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이들, 선으로부터 종교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리로부터 진리들에 있는 이들, 모두
로부터를 의미한다.
 “왕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란 주님께 귀기울이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행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19, 예레미야 35:19, 스가랴 4:14, 신명기 
10:8.
 “그들은 흰 도포들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의 손들에는 종려나
무들이 있었다” 란 보다 더 높은 천국들과 소통하고 결합함, 
그리고 신성한 진리로부터 고백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상 6:29,32, 요한복음 12:12,13, 시편 92:12,13.
10 “그리고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은 왕좌에 앉으
신 우리의 하느님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다)” 란 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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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하느님에게, 그리고 어린 양
에게 (있다). 
11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왕좌를 
빙둘러 섰다, 그리고 원로들, 그
리고 네 생물들, 그리고 왕좌 앞
에서 그들의 얼굴들을 땅으로 떨
어뜨렸다, 그리고 하느님을 숭배
했다. 
12 말하기를, 아멘; 축복, 그리고 
영광, 그리고 지혜, 그리고 감사, 
그리고 영예, 그리고 권능, 그리
고 힘이 세세토록 우리의 하느님
에게 있으십니다, 아멘. 

13 그리고 원로 중의 하나가 응
답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 흰 
도포로 치장한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14 그리고 나는 그에게 주여, 당
신은 아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
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큰 고뇌함으로부터 온 이들, 그리
고 그들의 도포들을 빨았던 이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서 그들의 
도포들을 희게 만든 이들이다. 

자기들의 구세주이심을 심정으로부터 인정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5:6, 7:17, 이사야 46:13, 49:6, 25:9.
11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왕좌를 빙둘러 섰다, 그리고 원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 이란 전체 천국 안에 있는 모두를 의미한
다.
 “그리고 왕좌 앞에서 그들의 얼굴들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
리고 하느님을 숭배했다” 란 그들이 심정으로부터 우러나 죄송
해함, 그리고, 이 죄송해함으로부터 주님을 숭배함을 의미한다.
12 “말하기를, 아멘” 이란 신성한 진실(verity), 그로부터 확증
함을 의미한다.
 “축복, 그리고 영광, 그리고 지혜, 그리고 감사” 란 주님의 신
성한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예, 그리고 권능, 그리고 힘” 이란 주님의 신성한 
천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하느님에게 세세토록 있으십니다” 란 이런 것들이 주
님 안에 있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은 영원함을 의미한
다.
 “아멘” 이란 모든 것, 모두가 동의함을 의미한다.
13 ***  해설 없음
14 “그리고 나는 그에게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고 말했다”
란 알고 싶음 그래서 질문함, 그리고 답함 그리고 정보를 얻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들은 큰 고뇌함으로부터 왔다”
란 그들은 시험 안에 있어 왔던 이들이다, 그리고 악들과 거짓
들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도포들을 빨았다” 란 거짓으로부터의 악들로
부터 자기들의 종교적인 원리들을 깨끗하게 한 이들이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 1:16, 예레미야 4:14, 시편 51:2,7, 예레미
야 2:21, 욥기 9:30,31, 창세기 49:11. 에스겔 16:9, 레위기 16:24, 
출애굽기 29:4, 40:12, 레위기 8;6, 열왕기하 5:10,14, 열왕기상 
7:23-39, 요한복음 9:6,7,11,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4-13, 누
가복음 3:16, 요한복음1:33, 1:26.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서 그들의 도포들을 희게 만들었다” 란 
그리고 그들은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의 거짓들로부터 자신들을 
순수하게 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에 의해 개혁되어져 왔던 이
들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스가랴 9:11, 출애굽기 24:3-8, 마태복음 26:27,28, 마
가복음 14:24, 누가복음 22:20, 여호수아 6:53-56, 출애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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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왕
좌 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을 그
분의 성전에서 낮과 밤 (동안) 
섬긴다: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
분은 그들 사이에 거주하신다. 
16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
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
을 것이다, 태양이 그들 위에 떨
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뜨거움
도 (있지 않을 것이다). 

17 그 이유는 왕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일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물
들의 살아 있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
은 그들의 눈들로부터 모두 각각
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기 때문이
다.

12:7,13,22, 계시록 12:7,11, 시편 72:13-15, 39:17-21, 이사야 
33:15, 시편 5:6, 이사야 4:3,4, 에스겔 16:5,6,9,22,36,38, 예레미
야애가 4:13,14, 이사야 9:5, 예레미야 2:34, 이사야 1:15,16, 
59:3,7, 26:21, 요한복음 1:12,13, 계시록 18:24, 계시록 16:3,4, 이
사야 15:9, 시편 105:29, 계시록 6:12.
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왕좌 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을 
그분의 성전에서 낮과 밤 (동안) 섬긴다, 그리고 왕좌에 앉으
신 그분은 그들 사이에 거주하신다” 란 그들은 주님의 현존 안
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진리들에 
따라 꾸준히 그리고 충실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16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란 이후 그들과 더불어서는 선들과 진리들이 부
족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태양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뜨거움도 (있지 
않을 것이다)” 란 이후 그들은 악에 한 욕망, 악으로부터의 거
짓에 한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7:7,8, 이사야 25:4,5, 예레미야 51:39, 호세
아 7:7, 욥기 24:18,19, 계시록 16:8,9, 이사야 49:9,10.
17 “그 이유는 왕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일 
것이기 때문이다” 란 주님 만이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
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23, 40:11, 이사야 49:9, 예레미야 50:19, 
에스겔 34:12-14, 미가 7:14, 스바냐 3:13, 시편 23:1,2, 
78:70-72, 요한복음 21:15-17.
 “그리고 그들을 물들의 살아 있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
이다” 란 그리고 그들은 그분 자신에게 결합되기 위해 말씀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해서 이끌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7:7, 예레미야 17:13, 2:13, 시편 36:8,9, 스가
랴 13:1, 신명기 33:28, 요한복음 4:5-20, 창세기 49:22, 시편 
68:26, 이사야 12:3, 계시록 21:6, 예레미야 31:9, 이사야 49:10.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눈들로부터 모두 각각의 눈물을 닦
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란 그들은 더 이상 악들과 그것의 거짓
들에 맞서는 전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슬픔에도 있
지 않을 것이다, 오직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을 것이므로 주님
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환희(heavenly joy)에 머무를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5:8,9.

영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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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그가 일곱째 인을 여셨을 때, 
천국에는 반 시간 가량 침묵이 
있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
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이 주어
졌다. 

3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서 있었는데, 금빛의 향
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게 많은 향이 주어졌고, 그는 왕
좌 앞에 있는 금빛의 향로 위에 
모든 성인(saints)들의 기도와 더
불어 그것을 바칠 것이다. 

이 장은 기독교 천국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있을 이들을 취
급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됨 
(1-3절); 그후,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고, 그러기에 지혜 안에 
있는 이들에 관하여, 보다 높은 천국들은 이들로 이루어져 있
다. (4-8절); 그리고 선행 안에 있고 그 선행의 믿음이 주님
으로부터 있는 이들에 관하여, 그들은 악들에 맞서 싸웠기 때
문에, 이들로 보다 낮은 천국들은 이루어져 있다. (9-17절)

8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가 일곱째 인을 여셨을 때” 란 주님께서 교회의 상태, 그
러므로 그분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 즉 
선행과 그 선행으로부터 믿음을 지닌 이들, 그 반면 믿음 만에 
있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에 관해 조사하심을 의미한다.
 “천국에는 반 시간 가량 침묵이 있었다” 란 주님의 영적 왕국
의 천사들이 방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상태의 믿음 안에 자
기들이 있다 라고 말한 이들을 보았을 때 단히 크게 놀라움
을 금할 길이 없었다를 의미한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 란 
주님의 현존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영적 천국 
전체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이 주어졌다” 란 교회의 상태, 이로부터 
믿음 만에 있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가 조사되고 폭로됨을 의미
한다.
3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 있었는데, 금빛의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 란 영적 예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예배는 믿음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선행의 선으로부터 있다.
 참조 성서. 시편 43:3,4, 26:6,7, 예레미야 17:1,2, 시편 
118:27, 이사야 19:19, 호세아 10:8, 계시록 6:9, 11:1, 16:7, 
이사야 17:7,8.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고, 그는 왕좌 앞에 있는 금
빛의 향로 위에 모든 성인(saints)들의 기도와 더불어 그것을 
바칠 것이다” 란 주님의 영적 왕국의 천사들이 그 아래 있는 
사탄 같은 왕국의 영들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달램
(prepitiation)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6:42-50, 출애굽기 30:1-10, 레위기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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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향의 연기가 하느님 앞 
천사의 손에서부터 거룩한 사람
들의 기도와 더불어 올라 갔다. 
5 그리고 천사는 향로를 가져갔
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내던
졌다: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우
뢰들, 그리고 번개들, 그리고 지
진이 있었다. 

6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졌던 일
곱 천사들이 소리(sound)를 내려
고 준비했다. 

7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소리내
었다, 그러자 거기서 피와 뒤범벅
된 우박과 불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내던져졌다; 그리고 
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태워졌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태워졌다. 

4 “그리고 향의 연기가 하느님 앞 천사의 손에서부터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와 더불어 올라 갔다” 란 주님에 의해 그들이 보
호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11:2.
5 “그리고 천사는 향로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의 불
로 채웠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내던졌다” 란 천적 사랑이 들
어있는 영적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보다 낮은 것들, 즉 선행
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에 있었던 그들에게로 유입됨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레위기 10:1,2, 6:13.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우뢰들, 그리고 번개들, 그리고 지진
이 있었다” 란 그들과의 소통이 열려진 후, 거기에서 믿음 만
에 관하여 추론하는 (말들), 그리고 그것에 찬성하여 확증하는 
(말들이) 들려졌다를 의미한다.
6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이 소리(sound)를 
내려고 준비했다” 란 그들은 교회의 상태 그리고 이로부터 믿
음 만 있는 종교를 지닌 이들의 생명의 상태의 품질을 조사하
고 명시하려고 준비하고 채비를 차리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민수기 10:1-10, 요엘 2:1,2, 스가랴 9:14, 이사
야 42:13, 27:13, 마태복음 24:31, 시편 89:15, 욥기 38:7, 출
애굽기 19:16-25, 사사기 7:16-22, 민수기 31:1-8, 여호수
아 6:1-20, 예레미야 50:15, 스바냐 1:15,16.
7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소리내었다” 란 이 믿음에 내면적으
로 있는 이들과 더불은 교회의 상태의 품질을 조사하고 명시함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7:3, 10:2,5,8,, 13:1,11, 14:7, 16:2,3.
 “그리고 거기서 피와 뒤범벅된 우박과 불로 되었다” 란 말씀을 
왜곡하고,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있는 거
짓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8:12-14, 에스겔 38:22, 이사야 30:30, 시편 
105:32,33, 78:47-49, 출애굽기 9:23-35, 여호수아 10:11, 이사
야 28:1,2,17, 32:19, 계시록 11:19, 16:21, 욥기 38:22,23, 에스겔 
13:11.
 “그리고 그들은 땅에 내던졌다; 그리고 나무들의 삼분의 일이 
태워졌다” 란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 즉 교회의 사람을 구성
하는 것인 진리에 한 지각과 모든 애착이 멸해졌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에스겔 17:24, 예레미야 17:7,8, 시편 1:1-3, 148:9, 
104:16, 마태복음 3:10, 7:16-20, 마태복음 12:33,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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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소리냈
다, 그리고 마치 불로 태워지는 
큰 산인 듯한 것이 바다에 내던
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삼분의 일
이 피로 되었다. 

9 그리고 혼(soul)들을 가졌던, 
바다에 있었던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었다; 그리고 배(ships)들
의 삼분의 일이 멸망했다. 

10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소리
내었다, 그러자 거기서 마치 등불
처럼 타고 있는 큰 별이 천국으
로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강들의 삼분의 일 위에, 물들의 
샘들 위에 떨어졌다. 

6:43,44, 에스겔 20:47, 레위기 19:23-25, 신명기 20:19,20, 레위
기 23:40,41.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태워졌다” 란 이러므로 믿음 속의 생
명있는 모든 것도 멸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5-8, 37:27, 열왕기하 19:26, 이사야 
44:3,4, 출애굽기 9:29-35, 시편 78:47-49, 105:32,35.
8 “두 번째 천사가 소리냈다” 란 교회의 상태가 이 믿음에서 외면
적으로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명시함을 의
미한다.
 “그러자 마치 불로 태워지는 큰 산인 듯한 것이 바다에 내던져
졌다” 란 그들과 더불어 있는 지옥의 사랑이 출현함
(appearance)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되었다” 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일반적 진리들이 왜곡되어졌다를 의미한다. 
9 “그리고 혼(soul)들을 가졌던, 바다에 있었던 창조물의 삼분
의 일이 죽었다” 란 이 믿음에서 살았던 그들, 이 믿음에서 살
고 있는 그들은 개혁되어질 수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호세아 4:1,3, 스바냐 1:3, 에스겔 38:18-20, 시편 
8:6-8, 욥기 12:7-9, 이사야 50:2, 에스겔 29:3-5, 출애굽기 
7:17-25, 시편 105:29, 하박국 1:14-16, 에스겔 47:8-10, 마태복
음 13:47-49, 예레미야 16:15,16, 마태복음 4:18,19, 마가복음 
1:16,17, 누가복음 5:2-10, 마태복음 17:24-27, 요한복음 
21:2-13, 마가복음 16:15.
 “그리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멸망했다” 란 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요긴한 말씀으로부터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그들과 더불어 멸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49:13, 에스겔 27:4-9,25, 27:28-30, 이사야 
23:14,15, 계시록 18:17,19, 욥기 9:25,26, 시편 107:23,24, 이사야 
60:9, 시편 48:4-7, 이사야 23:1,14.
10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소리내었다” 란 자기들 종교에 오
직 믿음 만 지닌 이들이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에 한 애
착과 받아들임에 관련하여 그들의 교회 상태를 조사하고 명시
함을 의미한다.
 “그러자 거기서 마치 등불처럼 타고 있는 큰 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 란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랑(pride)으로부터 
있는 그들 고유의 총명이 출현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강들의 삼분의 일 위에, 물들의 샘들 위에 떨
어졌다” 란 이로부터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은 함께 왜곡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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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물들의 삼
분의 일이 쑥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들로 인해 죽었
다, 그 이유는 그들이 쓰게 만들
었기 때문이다. 

12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소리
내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
이 강타당했다, 그리고 달의 삼분
의 일, 그리고 별들의 삼분의 일
(이 강타당했다); 그렇게 해서 그
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그
리고 낮은 그것의 삼분의 일을 
위하여 비추지 않았다, 그리고 밤
도 마찬가지였다. 

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19,20, 44:3, 35:6, 41:18, 시편 24:2, 
89:25, 하박국 3:8, 시편 46:4, 계시록 22:1, 시편 78:15,16,20, 
105:41, 이사야 19:5-7, 42:15, 50:2, 나흠 1:4, 시편 107:33, 욥
기 14:11, 요한복음 7:37,38, 이사야 18:2, 124:2-5, 이사야 43:2, 
시편 18:5, 계시록 12:15, 이사야 8:7,8, 마태복음 7:25,27, 누가복
음 6:48,49.
11 “그리고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었다” 란 그들 고유의 총명에서 파생되어진 
것, 즉 지옥의 거짓, 이를 수단으로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은 왜
곡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9:14,15, 23:15, 아모스 5:7, 6:12, 신명기 
29:18, 마태복음 27:34, 마가복음 15:23, 시편 69:21, 예레미야
애가 3:15,18,19.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들로 인해 죽었다, 그 이유는 그것
들이 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란 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들로
부터 영적 생명은 사멸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20, 24:9, 계시록 10:9,10, 출애굽기 
15:23-25, 열왕기하 4:38-41.
12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소리내었다” 란 거짓으로부터 있는 
악들에, 악들로부터 있는 거짓들에 있는 믿음 만의 종교를 지
닌 이들, 그들의 교회 상태를 조사하고 명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강타당했다, 그리고 달의 삼분의 
일, 그리고 별들의 삼분의 일(이 강타당했다); 그렇게 해서 그
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란 거짓들로부터의 악들, 악들
로부터의 거짓들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
인지, 혹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온통 알지 못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2:31, 이사야 13:10, 에스겔 32:7,8, 요엘 2:10, 
마태복음 24:29, 마가복음 13:24,25, 아모스 5:18,20, 스바냐 
1:15, 이사야 5:30, 8:22, 이사야 60:2, 예레미야 13:16, 이사야 
59:9,10, 5:20, 9:2, 마태복음 4:16, 누가복음 1:78,79, 이사야 
58:10, 29:18, 42:16, 49:9, 요한복음 8:12, 12:35,46, 미가 7:8, 
요한복음 3:19, 1:4,5, 누가복음 11:34-36, 22:53.
 “그리고 낮은 그것의 삼분의 일을 위하여 비추지 않았다, 그
리고 밤도 마찬가지였다” 란 그들과 더불은 말씀으로부터의 교
리와 삶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진리, 어떤 영
적 진리도 더 이상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창세기 1:14-19, 시편 136:7-9, 74:16, 예레미야 
31:35, 33:20,2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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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천국의 한가운데
에서 날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
를, 이제 소리를 내는 세 천사들
의 나팔의 다른 음성들 때문에,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슬픔
(woe)이, 슬픔이, 슬픔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9

1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소리
를 내었다, 그리고 나는 별이 천
국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을 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갱(the 
pit of the abyss)의 열쇠가 주어
졌다. 

2 그리고 그는 무저갱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 왔다, 마치 큰 용광로의 연
기 같았다: 그리고 태양과 공기는 

13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한 천사가 천국의 한가
운데에서 나는 것을...” 이란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가르치심을 
의미한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이제 소리를 내는 세 천사들의 나팔의 다
른 음성들 때문에,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슬픔(woe)이, 슬픔
이, 슬픔이 있다” 란 자신들의 교리와 삶을 선행(charity)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에 확증하여버린 교회 속의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상
태, 그 위에 있는 가장 깊은 통탄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3:13-16,23,25,27,29, 누가복음 22:22, 
17:1, 이사야 5:8,11,18,20-22.

영적 의미 요약
 개혁 교회(the church of the Reformed)가 여기서 다루어지
되, 그 교회 안에서 믿음 만 (faith alone)에 있는 이들의 품질
에 관한 것이다: 즉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적 천국을 준비하
심. (1-6절) 이 믿음을 내면 측면에서 지닌 이들이 명시되고 
조사하심. (7절) 그것을 외면 측면에서 지닌 이들에 관해서. 
(8,9절) 그들이 말씀을 이해함에서 어떠했는지. (10,11절) 그
들은 거짓들 안에, 그로부터 악들 안에 있다는 것. (12,13절)

9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었다” 란 개혁 교회에 
있는 이들,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확증함으로부터, 그리
고 이 믿음 만으로 구원된다 하고, 나는(또는 너는, 또는 우리
는)정당하다고 규정함으로부터 슬기 있다, 학식이 많다라고 불
리워지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조사하고 명시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나는 별이 천국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
다” 란 천국으로부터 그들과 더불은 교회 안으로 흘러드는 영
적 신성한 진리 그리고 조사함 그리고 명시함을 의미한다.
 “그에게 무저갱(the pit of the abyss)의 열쇠가 주어졌다” 란 
그들의 지옥을 열다(opening)를 의미한다.
2 “그리고 그는 무저갱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무저갱에서 연
기가 올라 왔다, 마치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다” 란 자연적 인
간의 강력한 욕망(육욕) 속의 거짓이 그들의 악한 사랑들로부
터 솟아 나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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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덩이의 연기로부터 어두워졌다. 

3 그리고 연기에서 땅 위로 메뚜
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힘을 가진 것 같
이 힘이 주어졌다. 

4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진 것은, 
그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 어떤 나무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
마에 하느님의 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만(은 다치게 해도 된다 
하였다). 
5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은 그들을 죽여서는 안된다
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
섯 달 동안 괴롭혀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물었을 때의 고통
과 같았다. 

6 이 시절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
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로부
터 도망할 것이다. 
7 그리고 메뚜기들의 겉보기는 
흡사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참조 성서. 창세기 19:28, 15:17, 호세아 13:2,3, 시편 37:20, 
요엘 2:30, 마태복음 13:41,42,49,50.
 “그리고 태양과 공기는 구덩이의 연기로부터 어두워졌다”란 
그로부터 진리의 빛은 두꺼운-어둠(thick-darkness)이 되었다
를 의미한다.
3 “그리고 연기에서 땅 위로 메뚜기들이 나왔다” 란 그들로부
터 가장 낮은 것들에게 거짓들이 있었다, 이는 감각적인 수준
이 되어버린 이들과 같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감각들과 
자기들의 오류들로부터 판단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22, 나흠 3:15-17, 신명기 28:38, 요엘 
1:4, 2:25, 출애굽기 10:12, 시편 78:46, 105:34,35.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힘을 가진 것 같은 힘이 주
어졌다” 란 자기들의 거짓들이 진리들이다라고 설득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4,6, 누가복음 10:19.
4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진 것은, 그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
른 것, 어떤 나무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였다, 그러나 자기들
의 이마에 하느님의 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만(은 다치게 해
도 된다 하였다)” 란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있는 어떤 선과 진
리도 가져갈 수 없고, 그것들 속의 어떤 애착과 지각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다른 것, 즉 선행 안에 있지 않은 것, 그
로부터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는 주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5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는바, 그들은 그들을 죽여서는 안된다
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혀야 한다는 것
이었다” 란 이들로부터 그들은 선과 진리를 이해하는 자질과 선
과 진리를 뜻함은 가져 갈 수 없고, 오로지 그들은 잠깐 동안 인
사불성한(stupor) 상태를 가져오는 것은 할 수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17, 레위기 26:8, 마태복음 25:1,2, 누
가복음 19:13-20.
 “그리고 그들의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물었을 때의 그 고통과 
같았다” 란 이런 것은 그들의 설득력으로부터 온다를 의미한다.
6 “이 시절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로
부터 도망할 것이다” 란 그들은 믿음의 주제들을 논할 때, 이해
함은 잠궈지고 의지는 닫혀지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해서 영적 
빛과 생명은 절멸된다.
7 “그리고 메뚜기들의 겉보기” 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버린 이들의 외모와 형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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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
에는 마치 금같은 왕관들이 있었
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
들의 얼굴들 같았다. 

8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의 머리
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들의 것 같
았다. 

9 그리고 그들은 철의 가슴받이 
같은, 가슴받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voice)는 
전쟁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 같았다. 

10 그리고 그들은 전갈들의 꼬리
를 닮은 꼬리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의 꼬리들에 쏘는 것들이 있
었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었다. 

 “흡사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았다” 란 그들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이해함으로부터 전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나타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는 마치 금 같은 왕관들이 있었다” 
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복자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나타났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들의 얼굴들 같았다” 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슬기로운 자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8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 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진리에 애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
게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3:2-4, 이사야 5:6,7, 예레미야 
31:21,22, 미가 2:9, 스가랴 12:11-13, 이사야 32:9, 예레미야 
44:7, 51:22.
 “그리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들의 것 같았다” 란 자연적 인
간의 생명 속에서 최말단인 감각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제압하
는 힘을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57:4, 58:6, 요엘 1:6, 시편 3:7, 다니엘 7:7, 
시편 124:6.
9 “그리고 그들은 철의 가슴받이 같은, 가슴받이를 가졌다” 란 
그들이 싸우고 상 를 제압하는 수단인 오류로부터의 논쟁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나 되는 것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이의를 제기함 조차 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6:4, 이사야 59:17, 시편 91:4.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voice)는 전쟁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 같았다” 란 그들은 그것들이 마치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의 교리로부터인 듯한 그들의 추론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17, 104:2,3, 하박국 3:8, 이사야 66:15, 
에스겔 39:20,21, 스가랴 9:10, 학개 2:22, 이사야 21:6,7,9.
10 “그리고 그들은 전갈들의 꼬리를 닮은 꼬리를 가졌다” 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였다, 이를 수단으로 그들은 인사불성
함을 야기시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9:14,15, 19:15, 계시록 12:4, 출애굽기 
4:3,4, 레위기 3:9-11, 8:25, 9:19, 출애굽기 29:22.,
 “그리고 그들의 꼬리들에 쏘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power)은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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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지배
하는 왕을 가졌는데, 무저갱의 천
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
돈이고, 그리스어로 그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다. 
12 슬픔 하나가 지나갔다; 잘 보
니, 이후 두 개의 슬픔이 더 온
다. 
13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소
리내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
에 있는 금빛의 제단의 네 뿔들
로부터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14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
라. 

15 그리고 네 천사들은 풀려졌
다; 이들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한 시간, 그리고 하
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여 왔었다. 
16 그리고 기병 군 들의 수는 
이만 만(two myriads of 
myriads)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들의 숫자를 들었다. 

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함, 이를 수단으로 한 동안 그들은 이
해함을 어둡게 하고 황홀해지게 해서, 현혹하고 포로되게 한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아모스 4:2, 민수기 33:55.
11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왕을 가졌는데, 무저갱
의 천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 그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다” 란 그들은 욕망들로부터 거짓들 안에 있
는 사탄의 지옥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깡그리 왜곡해 버
림으로해서 그들은 교회를 파괴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88:11, 욥기 26:6, 31:12, 28:22.
12 “슬픔 하나가 지나갔다; 잘 보니, 이후 두 개의 슬픔이 더 
온다” 란 교회 위에는 아직 더 통탄함들이 있다를 의미한다.
13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소리 내었다” 란 자기가 슬기로
운 자라 생각하지 않으나, 종교의 모든 것을 믿음 만에 놓고 
그것 만으로 생각하고, 생활은 자아를 기쁘게 하는 쪽을 따라
가는 개혁 교회 속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조사하고 명시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빛의 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란 조사
해서 명시되어져야 하는 이들에게 영적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있는 명령을 의미한다.
14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란 그들의 지성(mind)의 내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외적인 
속박을 그들로부터 거둠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8:7,8, 예레미야 2:18, 이사야 11:15,16, 
계시록 16:12, 예레미야 13:1-7,11, 51:63,64, 창세기 15:18.
15 “그리고 네 천사들은 풀려졌다” 란 외적으로 묶인 것들을 
풀었을 때 그들의 지성이 드러났다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한 시간, 그리고 
하루,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여 왔었다" 란 그들
은 교회 속의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빛을 거두어가려고 
영구적으로 부단히 애쓰고 있다를 의미한다.
16 “그리고 기병 군 들의 수는 이만 만(two myriads of 
myriads)이었다” 란 믿음 만에 관하여 추론함, 이것과 더불어 
그들의 지성은 단히 풍부해진 악의 거짓들로부터 꽉 채워졌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48:2,3, 이사야 45:12, 시편 33:6, 창세기 
2:1, 다니엘 8:10-14, 요엘 2:1, 예레미야 19:13,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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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나는 환상 안에서 말
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앉은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불, 그리고 풍신자석(jacinth), 그
리고 (유)황(brimstone, sulfur)
의 가슴받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
고 말들의 머리들은 사자들의 머
리들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서 불, 그리고 연기, 그리고 황이 
분출되었다, 

18 그들의 입에서 분출한 이 세 
가지로 인해, 즉 불로 인해, 그리
고 연기로 인해, 그리고 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여
졌다. 
19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입에 있었다; 그 이유가 그들의 
꼬리들은 뱀들을 닮았고, 머리들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해쳤다. 

4:19, 17:3, 예레미야 8:2, 시편 103:21, 이사야 34:2, 다니엘 
11:13,15,20, 누가복음 21:20, 요엘 2:25.
 “그리고 나는 그들의 숫자를 들었다” 란 그들의 품질이 지각
되었다를 의미한다.
17 “그리고 나는 환상 안에서 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앉은 그들(을 보았다)” 란 그 다음 믿음 만에 관한 그들
의 마음의 내면의 추론들은 상상적이고 망상적이었다는 것, 그
리고 그들 자신들은 그것들과 더불어 미쳐있었다는 것이 발견
되어졌다를 의미한다.
 “불, 그리고 풍신자석, 그리고 (유)황(brimstone, sulfur)의 가
슴받이를 가지고 있다”란 그들의 상상적, 망상적 논쟁들은 지
옥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의 욕망들로부터 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6:31,36, 27:16, 28:6,15, 민수기 
4:6,7,9,11,12, 15:38,39, 에스겔 27:7,24, 23:4-6, 예레미야 
10:8,9.
 “그리고 말들의 머리들은 사자들의 머리들 같았다” 란 마치 믿
음 만의 교리가 단하게 능력을 쥐고 있는 것인냥 여기는 망상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 그리고 연기, 그리고 황이 분출되
었다” 란 그들의 생각들과 화의 내면들을 바라보면 아무 것
도 없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결국 자아와 세
상의 사랑, 그리고 자기 고유의 총명을 자랑함, 그러므로해서 
이 두 사랑들로부터 악과 거짓의 욕망들 밖에 없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에스겔 38:22, 시편 11:6, 이사야 34:8-10, 누가
복음 17:29,30, 창세기 19:24, 계시록 14:9,10, 19:20, 20:10, 
21:8, 이사야 30:33, 신명기 29:23, 욥기 18:15.
18 “그들의 입에서 분출한 이 세 가지로 인해, 즉 불로 인해, 
그리고 연기로 인해, 그리고 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삼분의 일
이 죽여졌다” 란 이것들로 해서 교회 속의 사람들은 멸망한다
를 의미한다.
19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입에 있었다” 란 그들은 믿
음을 확증함에서 그들의 담화(강연,discourse) 만을 수단으로 
세력을 떨쳤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들의 꼬리들은 뱀들을 닮았고, 머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해쳤다” 란 그들은 감
각적이고 뒤집혔기 때문에 그들의 추론은 입술에서는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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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고 이 재앙들로 해서도 
죽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손이 저지른 것, 
즉 마귀들, 그리고 금, 은, 놋쇠,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것들을 회개하
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21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행위, 
그들의 마술 행위 그들의 간음질, 

내뱉고 있으나, 자기들의 종교의 머리를 구성하는 원리들을 수
단으로 해서 정작 내뱉은 진리들을 왜곡해버린다, 그러므로 그
들은 사기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미가 7:17, 이사야 65:25, 창세기 3:14, 이사야 
14:29, 59:5, 민수기 21:4-9, 예레미야 46:21,22, 창세기 
49:17, 마태복음 10:16.
20 “그리고 이 재앙들로 해서도 죽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이란 위에 열거했던 이들 같이 몽상적 추론들로부터, 그리고 자
아 사랑으로부터, 자아 고유의 총명으로부터, 욕망들로부터 영적
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믿음 만이 자기들 종교의 머리를 
만든다고 고집하는 개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0:12,14,17, 50:13, 계시록 18:8, 
15:1,6, 이사야 1:4,6, 30:26.
 “아직도 그들의 손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란 그들은 
갖가지 악들이 있는 그들의 자아(proprium) 속에 있는 것들을 
죄로 알고 금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5:6,7,14, 32:30, 44:8, 이사야 17:7,8, 
31:7, 37:19, 예레미야 10:9. 출애굽기 20:25, 여호수아 
8:30,31, 열왕기상 6:7, 시편 111:7, 138:8, 이사야 45:11, 
60:21, 64:8.
 “그들이 마귀들을... 숭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란 그러
므로 그들은 강력한 욕망(육욕, 색욕 같은 것, concupiscense)
의 악들 안에 있다, 그리고 지옥에 그들의 것과 같은 것을 만
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17, 레위기 17:7, 시편 106:37, 이사야 
34:14, 13:21, 계시록 18:2.
 “그리고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놋쇠, 그리고 돌, 그리고 나무
로 만든 우상들” 이란 그러므로 그들은 오로지 거짓들 안에서
만 예배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0:14,15, 51:17,18, 10:3-5,8-10, 하
박국 2:18,19, 이사야 2:18,20, 호세아 13:2, 에스겔 36:25, 이
사야 30:22, 다니엘 5:1-5.
 “이런 것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란 이 안에는 영적이고 참으로 합리적인 생명은 하나도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4:9,18,19, 예레미야 10:3-10, 시편 
115:5, 135:15,16.
21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행위, 그들의 마술(속임수) 행위, 그
들의 간음질,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란 믿음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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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
다.

10

1 나는 구름에 에워싸여 천국으
로부터 내려 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의 머리 넘어 위에 있었다, 그
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다, 
그리고 그의 발은 불 기둥 같았
다. 

신조는 그들의 심정들에 우둔함, 변절함(tergiversation), 완고
함을 야기시키는 바, 그들은 십계명 속의 가르침에 관한 어떤 
것이나, 믿음 만의 신조를 머리로 하는 논쟁의 결론에 이르면 
하느님에 반 되고 악마를 추켜 세우는 꼴이 되어 실로 죄가 
되고 만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8:9-11, 이사야 47:10-12, 계시록 18:23, 
22:15, 열왕기상 9:22, 이사야 3:1-3, 시편 58:4,5, 예레미야 8:17, 
이사야 26:16.

영적 의미 요약
 개혁 교회 속의 사람들, 특별히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확증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믿음만을 수단으로 구원과 정당하
다고 규정함(justfication)으로부터 슬기있고 학식이 많다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조사하고 명시하고 있다. 
(1-12절)
 슬기나 학식 측면에서 그다지 높다고 자기를 평가하지는 않으
나 믿음 만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따라 사는 
교회 속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들을 조사하고 명시한다. 
(13-19절)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인간이 구원되어지는 요건의 전부이고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밖에 더 아는 것이 없는 교회 속
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를 조사하고 명시한다. (20,21절)

10
각 절의 영적 의미

1 “나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보았다” 
란 신성한 위엄과 권능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구름에 에워싸여, 그리고 무지개가 그의 머리 넘어 위에 있었
다” 란 그분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과 신성한 영적인 것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26-28, 창세기 9:12-17.
 “그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다” 란 신성한 사랑, 동시에 신
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1-3, 레위기 24:2-4, 6:13, 16:12,13, 민
수기 16:46,47, 출애굽기 13:21,22, 40:38, 시편 105:39, 이사야 
4:5,6, 레위기 9:24, 열왕기상 18:38, 출애굽기 29:18, 레위기 
1:913,17, 2:2,9-11, 3:5,16, 4:31,35, 5:12, 6:18, 21:6, 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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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열린 
작은 책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오른 발을 바다 위에, 그리
고 그의 왼발은 땅 위에 놓고 있
었다. 

3 그리고 그는 사자가 으르렁거
리듯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우레가 그
들의 음성들을 발음했다. 

4 그리고 일곱 우레들이 그들의 
음성들을 발음할 때, 나는 막 적
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는 한 음
성이 천국으로부터 나에게, 일곱 
우레들이 발음한 이런 것들을 
봉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적지 말
라. 
5 그리고 나는 바다 위에 그리고 
땅 위에 서서 그의 손을 천국으
로 쳐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다. 

28:2, 신명기 18:1, 계시록 1:14, 2:18, 19:12, 다니엘 10:5,6, 계
시록 1:14, 2:18, 19:12, 다니엘 10:5,6, 계시록 4:5, 마태복음 
25:1-11.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란 모든 것을 떠받치는 신
성한 사랑 측면에서의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열린 작은 책을 가졌다” 란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시다가 안에 
담긴 교리적 요점 측면에서의 말씀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14,15.
 “그리고 그는 그의 오른 발을 바다 위에, 그리고 그의 왼발은 
땅 위에 놓고 있었다” 란 주님께서는 그분의 후원과 통치 아래 
전체 교회를 가지시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2:1, 이사야 66:1, 시편 132:7, 마
태복음 5:34,35, 이사야 60:13, 시편 8:6.
3 “그리고 그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큰 음성으로 외쳤다” 란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가져가짐을 당한 것(그분이 교회를 뺐긴 
것)에 따른 비통스러운 탄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1:4, 5:25-30, 예레미야 25:30, 요엘 
3:16, 호세아 11:9,10, 아모스 3:8, 욥기 37:4,5, 시편 38:8, 
욥기 3:24.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들을 발음
했다” 란 주님께서는 작은 책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체 천국
을 총망라해 밝히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28-30, 욥기 37:4,5, 사무엘하 
22:14, 계시록 14:2, 시편 81:7.
4 “그리고 일곱 우레들이 그들의 음성들을 발음할 때, 나는 막 
적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는 한 음성이 천국으로부터 나에게, 
일곱 우레들이 발음한 이런 것들을 봉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적지 말라” 란 이런 사항들은 참으로 명명백백해지게 만들어야 
하나,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로 의미된 그들이 내던져지기 앞
서 그것들이 받아진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용과 짐승, 거짓 예
언자로 의미된 그들을 영들의 세계 밖으로 내던진 이후까지 그
것들은 받아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5,6 “그리고 나는 바다 위에 그리고 땅 위에 서서 그의 손을 
천국으로 쳐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다. (6절)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을 두고 맹세했다” 란 주님께서 단독으로 증언하시
고 입증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5:23, 예레미야 22:5, 51:14, 아모스 6:8, 4:2, 
이사야 62:8, 예레미야 44:26, 에스겔 16:8, 누가복음 1:72,7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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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그분,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을,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
든 것들을, 그리고 바다와 그 안
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 때(that time)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나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
의 날에, 그가 막 소리를 내려고 
할 때, 하느님의 신비는 끝날 것
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 예언
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과 같다. 

8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부터 들
었던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다, 
말하기를, (바다와) 땅 위에 서있
는 천사의 손에서 열려 있는 작
은 책을 가져가라. 
9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갔다, 그
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작은 책을 
주시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
다, 그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그
것을 먹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은 
네 배를 쓰게 만들 것이다, 그러

편 105:9, 예레미야 11:5, 32:22, 신명기 1:34, 10:11, 11:9,21, 
26:3,15, 31:20, 34:4.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
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
조하신 그분” 이란 천국에 있는 모든 것, 교회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은 각각 그리고 전부를 살아 움직이게 하
시는 분이다를 의미한다.
 “그 때(that time)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란 한 분 하
느님이 인정되어지는 것, 주님이 그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제외
한다면 어떤 교회도, 교회의 어떤 상태도 존재될 수 없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7:25, 스가랴 14:7, 아모스 8:9, 에스겔 
7:5-7.
7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의 날에, 그가 막 소리를 내려고 
할 때...” 란 어떤 새로운 것(a new)이 주님에 의해 설립되어
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명시함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신비는 끝날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예
언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과 같다” 란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즉 이것은 두(구,신약) 성서들의 말씀 안에서 미리 말해졌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감추여 놓여 있었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교회를 황폐되게 해버린 이들에게 집행된 후 주님의 왕국은 올 
것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7,9, 다니엘 7:13,14, 이사야 40:9,10, 
52:7,8, 나흠 1:15, 시편 96:2,13, 이사야 61:1,2, 누가복음 
1:13,17,19, 2:10,11, 마태복음 4:23, 9:35, 마가복음 1:15, 누가복
음 7:22, 8:1, 9:1,2, 마가복음 16:15.
8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
다, 말하기를, 바다와 땅 위에 서있는 천사의 손에서 열려 있는 
작은 책을 가져가라” 란 천국으로부터의 어떤 명령, 즉 그들은 
이 교리를 인정하리라는 것, 그러나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로 
의미된 이들이 제거되기 전에는 그 교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
는지가 요한에 의해 적나나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9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갔다,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작은 
책을 주시오’” 란 이 교리를 받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지성(mind)의 운동(mo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먹
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은 네 배를 쓰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네 
입에서 그것은 꿀같이 달 것이다” 란 주님이 구세주시고 구속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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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 입에서 그것은 꿀과 같이 
달 것이다. 

10 그리고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
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입
에서 꿀같이 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삼켰을 때, 내 배를 쓰게 
만들었다. 
11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국가
들, 그리고 혀들, 그리고 왕들 앞
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

11

1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를 닮은 
갈 가 주어졌다; 그리고 천사가 
가까이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숭배하는 그들을 측량해
보라. 

다 라고 인정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히 즐겁고 감사의 항목이
나, 그분 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인간(his 
human)이 신성(Divine)이시다는 항목은 찬성할 수 없고 사양하겠
다(difficult), 그 이유는 (자기들이) 왜곡해버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10 “그리고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
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삼켰을 때, 내 배를 쓰게 만들었다” 란 그렇게 실시했더니 
과연 그러함이 명백해졌다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국
가들, 그리고 혀들, 그리고 왕들 앞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 실상
이 이러한즉, 믿음 만에 있는 이들의 품질은 더 보여져야만 함
에 틀림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 10:6, 14:6, 18:7, 25:3, 25:7, 34:1, 
42:6, 43:9, 49:22, 55:4, 예레미야 6:22, 스가랴 8:22, 시편 
33:10, 47:3,8,9, 67:2-4, 106:4,5, 다니엘 7:14.

영적 의미의 요약
 개혁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 한 조사와 명시됨이 아직 더 
취급되고 있다. 즉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그분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 그분 자신이 가르치셨던 바같이 (마태복음 
28:18)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시다고 믿는 것
에 관하여서 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받아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받아진다 해도 믿음 만으로(by faith alone) 
정당하다고 규정하는(justification) 그들의 독단적 주장
(dogma)이 그들의 심정들에 자리잡고 있는 한, 그들이 수용하
되 겨우 받는 수준일 것이다.

11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를 닮은 갈 가 주어졌다” 란 천국과 
세상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아는 자질과 힘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9:6,7, 이사야 42:3, 예레미야 48:17,18, 시편 
110:2, 하박국 3:14, 예레미야 10:16, 51:19, 시편 23:4, 이사야 
9:4, 14:5, 시편 125:3, 호세아 4:12, 이사야 3:1, 에스겔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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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성전 밖인 뜰은 내쫒으
라, 그리고 그것은 측량하지 마
라; 그 이유가 그것은 이방인들에
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들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
안 짓밟을 것이다. 

3 그리고 나는 나의 두 목격자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예
언할 것이다. 

5:16, 14:13, 시편 105:16, 레위기 26:26, 민수기 17:2-10, 출애굽
기 7:20, 8:1, 8:16, 9:23, 10:12, 14:16,21,26, 17:5, 민수기 
20:7-13, 출애굽기 17:9-12, 사사기 6:21.
 “그리고 천사가 가까이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
느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숭배하는 그들을 측량하라” 란 
주님의 현존과 그분의 명령, 즉 그는 새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알아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5,17, 에스겔 40:3-17, 41:1-5,13,14,22, 
47:3-5, 48:10,11, 스가랴 2:1,2, 하박국 3:6, 이사야 40:12, 욥기 
38:4-5.
2 “그리고 성전 밖인 뜰은 내쫒으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마라” 란 현재 있는 것 같은 땅 위의 교회의 상태는 제거되어
져야 하고 알려지지 않게 해야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5:4, 135:1,2, 84:1,2, 100:4, 92:12,13, 84:10, 
열왕기상 6:3,36, 에스겔 40:17-44, 42:1-14, 43:4-7, 출애굽기 
27:9-18.
 “그 이유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란 그 
교회의 상태는 생활의 악들로 피폐해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그들은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란 말씀 속의 모두 각각의 진리는 거의 남은 것이 없는 정도까
지 흐트려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3:5.
3 “그리고 나는 나의 두 목격자를 줄 것이다” 란 주님은 천국
과 땅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시다, 그리고 십계
명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로 그분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10, 12:11,17, 20:4, 1:5, 3:14, 요한복음 
8:14, 15:26, 5:33,34, 1:1-14,34, 출애굽기 25:16, 40:20, 레위기 
16:13, 민수기 17:4.
 “그리고 그들은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란 
이 두 조항들, 즉 주님을 인정함, 그리고 십계명의 명령들에 따
른 생활, 이것은 새 교회의 두 본질인데, 이는 시작과 끝까지에
서 가르쳐지게 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6.
 “베옷을 입고” 란 진리가 받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한동안 슬
퍼함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4:7,8, 6:26, 마태복음 11:21, 누가복음 
10:13, 요나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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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들은 땅의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들이다, 그
리고 두 등잔 들이다. 

5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이들을 
다치게 하려 한다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앞으로 나와 적들을 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죽
여질 것이다. 

6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의 날에 
비가 내리지 않게 천국의 문을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물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뜻할 때 마
다 갖가지 모두의 재앙들을 가지
고 땅을 강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그리고 이들이 이들의 증언을 
끝냈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 온 
짐승이 이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
다, 그리고 이들을 정복하고, 이
들을 죽일 것이다. 

4 “이들은 땅의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들이다, 
그리고 두 등잔 들이다” 란 그들과 더불은 주님으로부터, 사
랑과 총명, 또는 선행과 믿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0:23,24, 27:20,21, 레위기 24:2, 스가
랴 4:3,11,12,14, 시편 52:8, 예레미야 11:16,17, 누가복음 
21:37, 22:39, 요한복음 8:1, 마태복음 24:3, 마태복음 21:1, 
스가랴 14:4, 열왕기상 6:23-33.
5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이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적들을 삼
킬 것이다” 란 새 교회의 이 두 본질들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지옥의 사랑으로부터 멸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30:33, 시편 18:8, 스바냐 3:8, 이사야 
66:15, 이사야 29:6, 30:30.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이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면, 그러므
로해서 그는 죽여질 것이다” 란 이 두 본질을 힐난하는 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힐난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7:1,2.
6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의 날에 비가 내리지 않게 천국의 문
을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란 이 두 근본 요소들로부터 자
신들을 떠나게 하는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어떤 진리도 받을 수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2:2, 11:11,14,16,17, 이사야 5:6, 예레미
야 3:3, 이사야 55:10,11, 요엘 2:23, 시편 68:9, 72:6,7, 호세
아 6:3, 욥기 29:22,23, 에스겔 22:24,25.
 “그리고 그들은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물들을 다스리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 란 자신들로 이 두 본질을 외면하게 하는 
그들은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뜻할 때마다 갖가지 모두의 재앙들을 가지고 
땅을 강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란 이 두 필수 요소들을 파
괴하겠다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했던 만큼, 자신
들을 갖가지 종류의 악들과 거짓들에 내던질 것이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스가랴 14:12, 예레미야 30:14.
7 “그리고 이들이 이들의 증언을 끝냈을 때...” 란 주님께서 새 
교회의 이 두 필수 조항들을 가르치신 후, 를 의미한다.
 “무저갱에서 올라 온 짐승이 이들과 전쟁을 만들 것이다, 그
리고 이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죽인다” 란 믿음만의 교리를 내
적으로 지닌 그들은 이 두 본질들을 거절할 것이다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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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이들의 시체(body)들은 
큰 도성의 거리 위에 있을 것이
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우고, 거기서 역시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
하셨다. 

9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족속들, 
그리고 혀들, 그리고 국가들 속의 
그들은 이들의 시체들을 삼일 반 
동안 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체들을 무덤들 안으로 놓이도
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14, 12:17, 13:7, 예레미야 6:4, 에스겔 
13:5, 시편 76:2,3, 이사야 42:13, 시편 24:8, 이사야 28:5,6, 시편 
140:1-3, 마태복음 24:5,6, 마가복음 13:6,7, 누가복음 21:8,9, 민
수기 4:23,35,39,43,47, 8:24,25.
8 “그리고 이들(두 목격자)의 시체들은 큰 도성의 거리 위에 있
을 것이다” 란 그들은 깡그리 거절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9:14, 나흠 2:4, 사사기 5:6,7, 예레미야 
49:25,26, 50:30, 예레미야애가 4:5,8,14,18, 스바냐 3:6, 다니엘 
9:25, 계시록 21:21, 사무엘하 1:20, 누가복음 13:26, 마태복음 
6:2-5, 누가복음 14:21, 이사야 5:25, 10:6, 미가 7:10, 시편 
18:42, 예레미야 14:16.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운다” 란 두 지옥
의 사랑들, 즉 자아 사랑으로부터 지배 권력(dominion)을 사랑
함, 그리고 자신 고유의 총명을 자랑하므로부터 규칙(rule)을 
사랑함, 이것은 한분 하느님이 인정되지 않고, 십계명의 가르침
들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9:18-21, 이사야 19:23-25, 열왕기상 3:1, 
7:8, 창세기 41:37-57, 마태복음 2:14,15, 호세아 11:1, 시편 
80:8,9, 창세기 46장 이하, 15:18, 열왕기상 4:21, 미가 7:12, 에스
겔 31:2,8, 창세기 13:10, 다니엘 11:43, 에스겔 27:7, 이사야 
27:12,13, 에스겔 29:13-16, 31:1-8, 호세아 11:11, 스가랴 
10:10,11, 14:16-18, 시편 68:31,32, 이사야 19:23,24, 에스겔 
31:10,18, 30:1-끝절, 이사야 31:1,3, 예레미야 46:2,8-11, 이사야 
19:1-17, 에스겔 29:1-12, 출애굽기 7:17,18, 8:3,4,17,18, 
9:8-10, 10:4-6,13-15, 11:4-6, 14:28.,
 “거기서 역시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란 주님
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음, 그 결과 거절하는 상태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7:29,30.
9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족속들, 그리고 혀들, 그리고 국가들 
속의 그들은 이들의 시체들을 삼일 반 동안 볼 것이다” 란 현
재 교회의 끝과 새 교회의 시작까지에서 믿음 만으로부터 생활
의 악들과 교리의 거짓들 안에 있어 왔고, 있을 그들 모두는 
이 두 본질들에 관하여 들어 왔고 들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33, 26:34, 요한복음 21:15-17, 요
나 1:17, 마태복음 26:39-44, 28:1.
 “그러나 이들의 시체들(두 본질들)을 무덤들 안으로 놓이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란 (짐승에 의해 ) 그들(두 목격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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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
들은 이들을 제압함에 환호하고 
즐거워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서
로 선물을 보낼 것이다; 그 이유
는 이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거
주하는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
다. 

11 그리고 삼일 반 후에 하느님
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이들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의 발로 섰다; 그리고 큰 두려움
이 이들을 보았던 자들에게 떨어
졌다. 
12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나오
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올라오라. 그리
고 그들은 구름에서 천국으로 올
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적들이 그
들을 보았다. 

13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도성의 십분의 일
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진때문에 
중요한 사람들(the names of 
men) 칠천 명이 죽여졌다; 그리
고 그 나머지는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 천국의 하느님에게 영광

규탄되었었고 그들을 규탄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6:3,4, 14:16, 8:1,2, 이사야 14:19,20.
10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은 그들(두 목격자들)을 제
압함에 환호하고 즐거워 할 것이다” 란 믿음 만에 있었던 이들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심정과 혼들의 애착이 기뻐함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22:13, 35:10,51:11, 요엘 1:16, 예레미야 
7:34, 15:10, 스가랴 8:19, 이사야 66:10, 예레미야애가 4:21, 시편 
96:11, 68:3, 51:8, 이사야 51:3, 누가복음 1:14, 예레미야 7:34, 
16:9, 25:10, 33:10,11, 시편 40:16, 70:4, 68:3, 이사야 66:10.
 “그리고 서로서로 선물을 보낼 것이다”란 (자기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하여 연합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괴롭혔
기 때문이다” 란 새 교회의 두 본질은 개혁 교회의 두 본질에 불
일치되기에 앝보고, 싫어하고, 혐오한다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삼일 반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에
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들로 섰다” 란 이 두 본
질들은 새 교회의 시작과 전진에서 그것들을 받는 이들과 더불
어 주님에 의해 생기있게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에스겔 37:9,10, 2:1,2, 3:23,24, 요한복음 13:9,10.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이들에게 떨어졌다” 란 신
성한 진리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섬뜩해 함을 의미한다.
12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들에
게 말하기를, 여기로 올라오라” 란 새 교회의 이 두 본질들은 
주님에 의해 그것들이 왔던 곳으로부터, 그것들이 있는 곳으로 
올리어졌음,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 란 그것들을 천
국으로 들어 올림, 그리고 말씀의 글자 의미 안에 있는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보았다” 란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거짓들 안에 머물렀
다를 의미한다.
13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도성의 십분
의 일이 무너졌다” 란 그 다음 그들과 더불어 거행된 상태의 
놀라운 바뀜, 그리고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억지로 떼어졌다, 그
리고 지옥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지진때문에 중요한 사람들 칠천 명이 죽여졌다” 란 
믿음 만을 고백하고 선행의 일들을 경시한 모든 이들은 멸해졌
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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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렸다. 

14 두 번째 슬픔이 지나갔다; 잘 
보니 세 번째 슬픔이 빠르게 오
고 있다. 
15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소
리내었다; 천국에 큰 음성이 있었
다, 말하기를, 세상의 왕국들은 
우리 주님의 것과 그분의 그리스
도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16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그
들의 왕좌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리고 하느님을 숭배했다. 
17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느님 
전능자, 계시고, 그리고 계셨고, 
오시려 계신 분, 그 이유가 당신
은 당신의 큰 힘을 가져가셨다, 
그리고 왕국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국가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오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
(가 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거
룩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 천국의 하느님에
게 영광을 드렸다” 란 그들의 파괴됨을 보았던 이들은 주님을 
인정했다, 그리고 분리되었다를 의미한다.
14 “두 번째 슬픔이 지나갔다; 잘 보니 세 번째 슬픔이 빠르게 
오고 있다”란 교회의 타락된 상태에 따른 탄식, 그리고 그 다
음 마지막 탄식이 이제 취급된다.
15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었다”란 주님의 오심, 그
리고 그분의 왕국의 도래함에서, 그 극점 이후, 교회의 상태를 
조사하고 명시함을 의미한다.
 “천국에 큰 음성이 있었다, 말하기를, 세상의 왕국들은 우리 
주님의 것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란 천사들에 의해 경축됨, 그 
이유는 천국과 교회가 그 시작으로부터 있던 것과 같이 주님의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분의 신성
한 인간에 속해 있고, 이제 주님은 천국과 교회를 모두 통치하
실 것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35, 17:2, 17:10, 마태복음 28:18, 요한
복음 10:30,38, 14:5-12, 요한복음 1:41, 4:25, 마태복음 26:63, 
마가복음 14:61, 누가복음 22:67, 요한복음 20:31, 11:27, 6:69, 
누가복음 1:31,32,35.
16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은 그들의 왕좌들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그들의 얼굴들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리고 하느님을 숭배
했다” 란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오, 최고로 숭배되어
야 마땅하다를 의미한다.
17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느
님 전능자, 계시고, 그리고 계셨고, 오시려 계신 분” 이란 천국
의 천사들에 의해 고백되고 영광되심, 주님은 현재 계시고, 스
스로 생명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규율하신다, 
그 이유는 그분 만이 영원과 무한이시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신은 당신의 큰 힘을 가져가셨다, 그리고 왕국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란 새 천국과 새 교회,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유일한 하느님이시다고 인정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7, 21:9,10, 22:16,17, 다니엘 7:14.
18 “그리고 국가들은 분노했다” 란 믿음 만에 있는 이들, 이로
부터 생활 속의 악 안에 있는 이들, 그들은 격노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에 맞서는 이들에게 침입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오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가 오고 있다)” 란 어떤 영적 생명도 가지지 않은 이들 위에 
마지막 심판이 집행됨, 그리고 파멸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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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와 큰 
자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때
(가 오고 있다); 그리고 땅을 파
괴하는 그들을 파괴하는 (때가 
오고 있다). 

19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이 천국
에서 열려졌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언약의 궤
가 보여졌다; 그리고 거기에 번개
들, 그리고 소리들, 그리고 우레
들, 그리고 지진, 그리고 큰 우박
이 있었다.

 참조 성서. 시편 106:28, 143:3, 102:20, 계시록 3:1,2, 
20:12, 20:5.
 “그리고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에게 보상을 주시는 때(가 오고 있다)” 란 말씀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 안에, 이것들에 따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영원
한 생명의 더 없는 행복을 누림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10, 62:11, 계시록 22:12, 이사야 61:8, 
누가복음 6:3.,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와 큰 자 그들에
게” 란 보다 작은 등급이든, 보다 더 큰 등급이든 주님에 관련
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0:12,20, 13:4, 10:20, 6:2,13,24, 8:6, 17:19, 
28:58, 31:12, 5:29, 시편 86:1, 112:1, 예레미야 44:10, 말라기 
1:6, 2:5, 이사야 11:2,3, 예레미야 32:39,40, 시편 111:10.
 “그리고 땅을 파괴하는 그들을 파괴하는 (때가 오고 있다)” 
란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을 지옥으로 내던지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20.
19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이 천국에서 열려졌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언약의 궤가 보여졌다” 란 새 천국, 그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 계신 주님이 예배되어진다; 그
리고 거기서 그들은 새 교회의 두 본질, 그분의 십 계명의 가르
침들에 따라 산다, 이리하여 (주님과 그들의) 결합이 결과되어진
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19:1618, 신명기 5:22-26, 출애굽기 
19:10,11,15, 19:12,13,20-23, 24:1,2, 31:18, 32:15,16, 신명기 
9:10, 출애굽기 34:29-35, 25:16, 40:20, 신명기 10:5, 열왕기상 
8:9, 출애굽기 26:33, 민수기 10:35,36, 사무엘하 6:2, 시편 132:8, 
출애굽기 25:22, 민수기 7:89, 레위기 16:2-14, 여호수아 3:1-17, 
4:5-20, 6:1-20, 사무엘상 5:3,4, 5장,6장,사무엘하 6:1-19, 
6:6,7, 열왕기상 6:19, 8:3-9, 민수기 10:33, 신명기 4:13, 23, 
5:2,3, 9:9, 여호수아 3:11, 열왕기상 8:19,21, 이사야 42:6, 49:8, 
말라기 3:1, 마태복음 26:28, 스가랴 9:11, 출애굽기 24;4-10.
 “그리고 거기에 번개들, 그리고 소리들, 그리고 우레들, 그리
고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었다” 란 추리(ratiocination)함
들, 소요가 일어남, 그리고 선과 진리를 왜곡함들, 이런 일련의 
시리즈가 낮은 부분들에서 잇따라 일어났다를 의미한다. .

영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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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큰 표시(sign)가 천국에서 보
여졌다; 한 여인이 태양을 옷입고 
있었다, 그리고 달은 그의 발 아
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crown)
(이 있었다). 

2 그리고 아이와 더불어 있는, 그 
여자가 소리질렀다, 산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해산하려 고통하
였다. 

3 또 다른 표시가 천국에서 보여
졌다; 그리고 잘 보니, 큰 붉은 
용이 일곱 머리들을, 그리고 열 
뿔들을,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일곱 왕관(diadem)들을 가지고 

 아직 더 개혁 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취급하고 있
다, 특별히, 믿음 만에 내면적으로 있는 이들의 품질에 관하여
서 인데, 이 품질은 새 교회의 두 가지 본질, 즉 주님 만이 천
국과 교회의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은 신성이시다
라는 본질과는 반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십계명의 가르침들
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두 본질들이 그들에게 선포된다 
(3-6절). 그러나 그들은 깡그리 거절해버렸다 (7-10절). 그
들은 주님에 의해 다시 올려졌다 (11.12절). 그것들을 거절한 
그들은 멸망되었다 (13절). 새 교회의 상태가 새 천국으로부터 
명명백백해졌다 (15-19절).

12
각 절의 영적 의미

1 “큰 표시(sign)가 천국에서 보여졌다” 란 천국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새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이 교회의 교리는 
수용하기 힘들고 따라서 저항도 단하다는 것에 관하여 주님
께서 계시하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1:22,23, 마태복음 24:3, 마가복음 13:4, 누가
복음 21:7, 21:11,25, 마태복음 24:30, 이사야 38:7,8,22.
 “한 여인이 태양을 옷입고 있었다, 그리고 달은 그의 발 아래 
(있었다)” 란 천국들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이는 새 천국이
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주님의 새 교회, 이는 새 예루살렘이
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왕관(crown)(이 있었
다)” 란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
부터의 교회의 지혜와 총명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아이와 더불어 있는, 그 여자가 소리질렀다, 산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해산하려 고통하였다” 란 새 교회의 교리
가 이제 산출됨, 그리고 그것을 수용함은 용으로 의미된 이들
의 저항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3-6, 이사야 54:1, 사무엘 상 2:5, 예레미
야 15:9, 이사야 26:18, 66:7-9, 시편 114:7, 37:3, 에스겔 
30:15,16, 예레미야 4:31, 이사야 13:8, 호세아 13:12,13, 
9:11,14,16.
3 “또 다른 표시가 천국에서 보여졌다” 란 새 교회와 그 교리
에 맞서 있는 이들에 관한 주님의 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잘 보니, 큰 붉은 용” 이란 하느님을 셋으로, 주님을 
둘로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선행을 분리하고, 믿음이 구원받음
의 필수 요건이지, 선행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는 개혁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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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4 그리고 그의 꼬리가 천국의 별
들 삼분의 일을 끌어 당겼다, 그
리고 그것들을 땅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용은 이제 출산하려는 여
인 앞에 섰는데, 그 여자가 출산
하면, 그녀의 자식을 삼킬 작정이
었다. 

5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 남성을 
출산했다, 이 아들은 쇠의 막 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을 돌보기
(tend)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녀의 자식은 하느님과 그분의 왕
좌에로 붙들려 올려졌다. 

6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
다, 그곳은 그들이 그녀에게 일천 

(the Church of the Reformed)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9:11, 10:22, 49:33, 이사야 34:13, 
35:7, 미가 1:8, 욥기 30:28,29, 이사야 13:22, 예레미야 
51:37, 시편 44:19, 말라기 1:3.
 “일곱 머리들을 가지고 있다” 란 왜곡되고 모독된 말씀 속의 
진리들로부터 야기되는 광기(insanity)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13, 이사야 29:10, 시편 68:21
 “그리고 열 뿔들” 이란 많은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일곱 왕관(diadem)들을 가지고 있었
다” 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들이 왜곡되고 모독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8:6,15-21,30, 28:12,13, 계시록 
21:17-20, 계시록 13:1, 17:3-5, 19:12,13.
4 “그리고 그의 꼬리가 천국의 별들 삼분의 일을 끌어 당겼다, 
그리고 그것들을 땅으로 내던졌다” 란 말씀 속의 진리들을 왜곡
함을 수단으로 그들은 교회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영적 
지식들을 멀어지게 따돌렸다, 그리고 이 지식들을 거짓들에 적
용시킴으로 아예 파괴해 버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8:10,12.
 “그리고 용은 이제 출산하려는 여인 앞에 섰는데, 그 여자가 
출산한 후, 용은 그녀의 자식을 삼킬 작정이었다” 란 “용”으로 
의미된 이들은 새 교회의 교리가 출현되자 마자 그것을 말살하
려고 부단히 애쓸 것이다를 의미한다.
5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 남자를 출산했다” 란 새 교회의 교
리를 의미한다.
 “이 아들은 쇠의 막 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을 돌보기(tend)
로 되어 있었다” 란 이 교리는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의 진리
들을 수단으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연적 빛으로부터의 합리
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으로부터 있는 
죽은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확신시킬 것이다, 그들은 기
꺼이 확신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27:3-5, 미가 1:16, 스가랴 4:11,14, 예레미야 
10:20, 예레미야애가 1:16, 이사야 51:20, 에스겔 5:20, 마태복음 
10:21, 마가복음 13:12, 누가복음 12:53, 에스겔 16:17, 마태복음 
13:38.
 “그리고 그녀의 자식은 하느님과 그분의 왕좌에로 붙들려 올
려졌다” 란 주님에 의해 교리가 보호됨, 그리고 천국의 천사들
에 의해 지켜 보호받음을 의미한다.
6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다” 란 처음의 소수 사이에 있
는 교회 (교인 수가 적은 교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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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 육십 일 동안 자양분을 주
도록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어진 
장소였다. 

7 그리고 천국에서 미가엘과 그
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용은 그의 천사들
과 함께 싸웠다. 
8 그러나 용은 이기지 못했다, 그
리고 그들의 장소는 천국 어디에
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9 그리고 세상 전체를 부추켜 꾀
는, 악마와 사탄이라 불리는 늙은 
뱀, 이 큰 용은 내던져졌다;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
다). 

10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지금 
구원이 오고 있다, 그리고 힘, 그
리고 우리의 하느님의 왕국, 그리
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오고 있다)’ 하고 말하는 큰 음성
을 들었다; 그 이유가 밤과 낮 우
리의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
들을 고발했던 고발자(accuser)
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14:16,17, 32:13,14, 예레미야 12:10,12, 에스
겔 19:13, 요엘 1:19,20, 2:1,3, 예레미야 2:31, 이사야 40:3, 
32:15,16, 41:18,19, 시편 107:35, 이사야 43:19,20, 이사야 51:3, 
시편 65:12, 이사야 42:11.
 “그곳은 그들이 그녀에게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자양분을 
주도록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어진 장소였다” 란 그 당시 이 교
회의 상태, 즉 다수 사이에서 불어나는 이 교회의 성장이 충분
할 때까지 예비하심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1,2.
7 “그리고 천국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전쟁
이 있었다, 그리고 용은 싸웠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 이란 이
전의 교회 속의 거짓들이 새 교회 속의 진리들에 맞서는 싸움
을 의미한다.
8 “그러나 용은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장소는 천국 어
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란 그들은 자기들이 악들과 거짓들
에 있음을 알아채렸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그것들 안에 머
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결합됨(들러붙어 있음)에
서 찢겨 내던져졌다를 의미한다.
9 “그리고 악마와 사탄이라 불리는 늙은 뱀, 이 큰 용은 내던져졌
다” 란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섬, 천국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섬, 이로부터 자기들의 욕망들의 악에로, 거짓에로 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세상 전체를 부추켜 꾀는...” 이란 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
을 뒤엎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4:4, 26:9, 예레미야 10:12,51:15, 시편 
18:15, 24:1,2, 89:11, 사무엘하 2:8, 이사야 14:17,20.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란 땅 위 인간과 직접적인 결합이 있는 곳, 즉 천국과 지옥의 
중간 영역(intermediate)에 해당되는 영들의 세계(the world 
of spirits) 에로 (내던져졌다)를 의미한다.
10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지금 구원이 오고 있다, 그리고 힘,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의 왕국,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
(가 오고 있다)’ 하고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란 천국의 천
사들의 환희(joy), 이런 이유가 주님 만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
고 교회에서 통치하시고, 이 분을 믿는 그들이 구원되고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2, 3:15, 16, 18, 36, 6:33,35,47, 
8:24, 11:25,26
 “그 이유가 밤과 낮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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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를 통하여, 그들이 증거한 말을 
통하여 그를 이겨냈다; 그리고 그
들은 죽기 까지 조차 자기들의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12 이를 위하여 너희 천국들, 그
것들 안에 거주하는 너희들은 기
뻐하라.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이
들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 이유가 
자기는 짧은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악마가 너희들에게 
내려 갔기 때문이다. 

13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졌
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아들
을 낳은 여인을 학 했다. 
14 그리고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져서, 그 여자는 
뱀의 얼굴로부터 한 때(a time) 
그리고 때들(times), 그리고 반 
때(half a time) 동안 자기에게 
자양분을 먹일 그녀의 장소로 광
야를 날아 가게 되었다. 
15 그리고 뱀은 강을 수단으로 그
녀를 삼키려고 여인의 뒤를 따라 
강 같은 물을 그의 입으로부터 내

발했던 우리 형제들의 고발자(accuser)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란 마지막 심판에 의해 새 교회의 교리를 반 했던 그들은 제거
되어졌다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증거한 말
을 통하여 그를 이겨냈다” 란 그분을 인정함을 수단으로,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승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조차 자기들의 혼을 사랑하지 않았
다” 란 주님 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0:39, 누가복음 17:33, 요한복음 
12:25, 마태복음 16:24,26, 마가복음 7:35-37, 누가복음 
9:24,25.
12 “이를 위하여 너희 천국들, 그것들 안에 거주하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란 그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는 
천국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 이유가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악마가 너에게 내려 갔기 때문이다” 란 믿
음의 거짓들, 이로부터 생활의 악들 안에 있는 이들 위에 탄식
함이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용과 결합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자기는 짧은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란 그
는 새 천국이 형성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곧 새 교회가 
땅 위에 있어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닮은 꼴인 것은 지옥으
로 던져질 것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13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아들을 낳은 여인을 학 했다” 란 용의 추종자(the dragonist)
들은 자기들이 강제로 아래로 쳐지자 즉각 새 교회가 지닌 
교리 때문에 새 교회에 침입을 시도했다를 의미한다.
14 “그리고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져서, 그 
여자는 그녀의 장소로 광야를 날아 가게 되었다” 란 소수인 동
안은 이 교리를 보호하시는 신성의 용의주도하심을 의미한다.
 “뱀의 얼굴로부터 한 때, 그리고 때들, 그리고 반 때 동안 자기
에게 자양분을 먹일” 이란 유혹자(seducer)의 교활함 때문에 새 
교회의 성장이 다수를 이루는 수준까지 그 비는 용의 주도해
야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0:2,3, 창세기 3:1,13, 다니엘 12:7.
15 “그리고 뱀은 강을 수단으로 그녀를 삼키려고 여인의 뒤를 
따라 강 같은 물을 그의 입으로부터 내뱉었다” 란 교회를 파괴
시키기에 충분한 거짓으로부터의 추론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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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었다. 
16 그리고 땅은 여인을 도왔다; 
그리고 땅은 그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내
뱉은 강을 삼켰다.

17 그리고 용은 여인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
들을 준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
스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녀의 씨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만들려고 떠나 갔다. 

18 그리고 나는 바다의 모래 위
에 섰다. 

16 “그리고 땅은 여인을 도왔다; 그리고 땅은 그의 입을 열었
다, 그리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내뱉은 강을 삼켰다” 란 
단히 풍부한 그들의 이론들(reasioning)은 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한 미가엘이 공표하는 것, 즉 영적 진리
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짐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님, 즉 무 
자체이다를 의미한다.
17 “그리고 용은 여인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
명들을 준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
는 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과 전쟁을 만들려고 떠나 갔다”란 주
님 안에서 신성과 인간의 합일을 신비로 확증함으로부터, 그리
고 믿음 만에 의해 의롭다 칭함(정당하다고 규정함)으로부터 자
신들이 슬기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주님 만을 천국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십계명이 삶의 법이다고 확증한 
이들에 맞서 자기들의 미움의 불이 켜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1:9, 65:23, 66:22, 시편 22:30, 창세기 
3:15, 말라기 2:15, 예레미야 31:27, 이사야 53:5,6, 54:3, 예레
미야 2:21, 시편 21:10, 마태복음 13:38.
18 “그리고 나(요한)는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란 요한의 상
태가 지금 영적-자연적이다(spiritual-natural)를 의미한다. 이
것은 첫 번째 또는 가장 낮은 천국 안에 있는 이들의 상태와도 
같다. 

영적 의미 요약
이 장은 새 교회와 이 교회의 교리를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여인”은 새 교회를 뜻하고, 여자가 낳은 “자식”은 이 교회의 
교리를 뜻한다: 그리고 또한 취급되는 것은, 앞 장들에서 다룬 
것, 믿음 만에 의해 정당하다고 규정하는(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신조(dogma)와 마찬가지로 인물들의 삼위일체(a 
Trinity of Persons)를 믿는 교리로부터 있는 현재의 교회이
다. 이것들이 본문의 “용”에 의해 뜻해지고 있다. 그 다음 새 
교회가 그것이 지닌 교리 때문에 이들에게 핍박 받음이, 그리
고 소수로부터 다수로 증가할 때까지 주님에 의해 보호됨을 취
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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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그리고 나는 바다로부터 올라 
오는 짐승을 보았는데, 머리는 일
곱이고, 그의 뿔들 위에 열 개의 
왕관(diadem)들을, 그리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
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리고 내가 보았던 짐승은 표
범과 닮았다,  그리고 그의 발들
은 곰의 발들 같았다, 그리고 그
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그
리고 용이 그에게 그의 힘을, 그
리고 그의 왕좌를, 그리고 큰 권
한을 주었다. 

3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를 보았는데 마치 상처 받아 

13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바다로부터 올라 오는 짐승을 보았다” 란 하느
님과 구원에 관하여 용의 교리와 믿음을 원리의 바탕으로 고집
하는 개혁 교회 속의 평신도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68:9,10, 50:10, 에스겔 31:3-6,10,13, 다니엘 
4:7-13, 호세아 2:18,19, 요엘 2:21-22, 스가랴 14:13-16, 이사
야 18:6, 에스겔 39:17-21, 이사야 56:8,9, 스바냐 2:13,14, 에스
겔 34:5,8, 32;4, 시편 74:18,19, 다니엘 7:2-7, 마가복음 1:12,13.
 “머리는 일곱이다” 란 단지 거짓들 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친 
짓을 의미한다.
 “그의 뿔들 위에 열 개의 왕관(diadem)들” 이란 말씀의 많은 
진리들을 왜곡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부정함, 그리고 교회의 교리가 말씀으로부터 끌
어내지 않고 자아로부터 파생된 총명으로부터 이다를 의미한
다.
2 “그리고 내가 보았던 짐승은 표범과 닮았다” 란 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들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이론
(heresy)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13:23, 5:6, 호세아 13:6,7, 이사야 
11:6, 다니엘 7:6.
 “그리고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다” 란 말씀을 읽기는 하
나 이해되지 않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꿰매 맞추어 오류들
로 가득차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애가 3:9-11, 호세아 13:7,8, 이사야 
11:6,7, 다니엘 7:5, 사무엘상 17:34-37, 아모스 5:18,19, 열왕기
하 2:23,24.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란 추론을 진리들로부
터 하는 듯하나 실상 오류들로부터 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7:3-7, 
 “그리고 용이 그에게 그의 힘을, 그리고 그의 왕좌를, 그리고 
큰 권한을 주었다” 란 좌우지간 이 이론을 평신도가 수용해버
린 이상, 제 아무리 비틀려 꿰어져 맞추고 있다해도 이 이설
(heresy)은 세력을 떨치고 평신도들 위에 군림한다를 의미한
다.
3 “그리고 나는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를 보았는데 마치 상처 
받아 죽을 듯 보였다” 란 개혁 교회의 교리들 중 하나, 즉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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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죽
음의 타격(stroke)이 치료되어졌
다; 그래서 전체 땅은 놀라워하여 
짐승의 뒤를 따랐다. 

4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큰 권
한을 주었던 용을 숭배했다; 그리
고 그들은 짐승을 숭배하며, 말하
기를, 누가 짐승과 닮았는가? 누
가 그와 싸울 수 있을까? 

5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큰 것들
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
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마
흔 두 달 동안 일할 권한이 주어
졌다. 
6 그리고 그는 그의 입을 열어 
하느님에 맞서 신성 모독을 하여,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성
막을, 천국에 거주하는 그들을 모
독하였다. 

7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사람들

음만으로 의로워지는바 구원도 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는 말씀 
에서 자주 명령되는 일함(행함)과 일치되지 않는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타격(stroke)이 치료되어졌다” 란 이렇
게 일치 않는 항목에 딱 어울리는 치료약이 적용(처방)되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땅은 놀라워하여 짐승의 뒤를 따랐다” 란 그리
하여 이 교리와 믿음은 기뻐하며 받아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열왕기상 14:8, 사무엘상 17:13, 출애굽기 23:2, 
예레미야 7:9, 11:10, 신명기 8:19, 4:3.
4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큰 권한을 주었던 용을 숭배했다” 
란 그들은 자기들과 연계되는 각종 공공 사회(단체)에서 자유
자재로 그 교리와 믿음을 획득해서 수용한 것에 권위를 인정했
는데 이것이 지도자나 선생들에 의해 주장된 교리와 믿음과 같
다고 인정함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숭배했다” 란 공동체 측면에서 그것이 
거룩한 진리라고 인정함을 의미한다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닮았는가? 누가 그와 싸울 수 있을
까?” 란 이 교리는 특출하다, 그 이유는 누구도 이 교리에 반
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5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큰 것들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 란 그것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한이 주어졌
다” 란 이 교리는 이 교회의 끝과 새 것의 시작에 이르기 까지
에서 악과 거짓을 가르치고 행동하는데 자유하다를 의미한다.
6 “그리고 그는 그의 입을 열어 하느님에 맞서 신성 모독을 하
여,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란 그들이 주장해 는 것들은 
본질적 신성과 주님의 신성한 인간에 맞선 악평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예배되어지는 근간인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교회
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맞선 험구들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28, 17:6,26, 14:13,14, 1:1,12,14, 3:18.
 “그리고 그분의 성막을, 천국에 거주하는 그들” 이란 주님의 
천적 교회와 천국에 맞서 퍼붓는 비방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5:1,2, 27:5, 61:4, 이사야 33:20, 40:22, 
91:9,10, 레위기 26:11,12, 시편 78:60, 계시록 21:3, 예레미야 
4:20,10:20, 시편 52:5, 민수기 17:12,13, 18:1,22,23, 19:14-19, 
출애굽기 25:9, 26:30.
7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사람들과 전쟁을 만드는 것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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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거
기서 그에게 모두 각각의 족속과 
혀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8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이 세상
의 창설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씌어지지 않았
던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는 
그를 숭배할 것이다. 

9 만일 누군가가 귀를 가지고 있
다면 자기를 듣게 하라. 
10 만일 누군가가 포로되는 쪽으
로 이끌면, 그는 포로로 갈 것이
다, 만일 누군가가 검으로 죽일 
것이다면, 그는 반드시 검으로 죽
어야 한다.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
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11 그리고 나는 땅으로부터 올라
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리고 그는 어린 양 같은 두 뿔들
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용 처럼 

을 이기는 것이 주어졌다” 란 그들은 말씀의 신성한 진리들에 
반박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면에 내던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7:20,21, 8:5-7,11,12, 23-25, 계시록 
11:7, 요한복음 17:17,19,23, 신명기 33:2,3.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모두 각각의 족속과 혀와 국가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란 그 결과 교회의 모든 것을 지배
함을 의미한다.
8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씌어지지 
않았던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는 그를 숭배할 것이다” 란 
주님 안에서 믿었던 이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모든 이가 이 이
설적인 교리를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것으로 인정했다를 의미
한다.
 “세상의 창설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은 
교회의 처음 설립되는 때부터 인정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7,18.
9 “만일 누군가가 귀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듣게 하라” 란 
만일 지혜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자라면 그는 이 목에 유의해
야 한다.
10 “만일 누군가가 포로되는 쪽으로 이끌면, 그는 포로가 될 
것이다” 란 나름 로 잘 믿고 무난하게 삶을 꾸리는 다른 사람
을 이 이설적인 교리를 수단으로 엉뚱한 쪽으로 인도하는 그는 
자신의 악들과 거짓들로 인해서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들 것이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애가 1:18 시편 78:60,61, 예레미야 22:22, 
신명기 32:42, 이사야 46:1,2, 61:1, 누가복음 4:18,19, 이사야 
45:13, 시편 68:18, 이사야 49:24,25, 이사야 52:2, 스가랴 9:11, 
79:11, 이사야 24:22, 14:17, 마태복음 25:36,43, 누가복음 13:16.
 “만일 누군가가 검으로 죽일 것이다면, 그는 반드시 검으로 
죽어야 한다”란 거짓들을 수단으로 타인의 혼을 파괴하는 자는 
자신을 거짓들을 수단으로 파괴한다, 그리고 멸망한다를 의미
한다.
 “여기에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란 주님의 새 
교회의 사람들은 위와같은 것들의 시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조사 받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4:11,12.
11 “그리고 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란 하느님과 구원에 관하여 용의 교리와 믿음을 원리로 움직이
는 성직자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9:20,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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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12 그리고 그는 자기 앞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발휘했다, 그
리고 그는 땅과 땅 안에 거주하
는 그들이 죽을 수 밖에 없을 정
도로 타격을 받고도 나았던 첫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 

13 그리고 그는 큰 표시들을 행
하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 천국으
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만
든다. 

14 그리고 그는 짐승 앞에 행하
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표시들 때
문에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부추켜 꾀었다;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검
의 타격을 받고도 살아났던 짐승
에 맞추어 형상(image)을 만들 
것이다. 
15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호흡
을 주도록 그에게 주어졌는 바, 

 “그리고 그는 어린 양 같은 두 뿔들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용 처럼 말했다” 란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적는 것은 말씀으
로부터인듯 하고, 주님의 신성한 진리인듯 여겨지나 결국 왜곡
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3-25.
12 “그리고 그는 자기 앞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발휘했
다” 란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의 출처인 이 교의들을 확증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땅과 땅 안에 거주하는 그들이 죽을 수 밖에 없
을 정도로 타격 받고도 나았던 첫 짐승을 숭배하게 했다” 란 
사회에서 무작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부터 그들은 그 교의야 
말로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고 신성시해야 하기에 그
것이 설립되었고 확증되었다를 의미한다.
13 “그리고 그는 큰 표시들을 행한다” 란 그들이 가르치는 것
들이 거짓이지만 참되다고 증명해댐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24, 마가복음 13:22, 누가복음 21:11,25, 
이사야 44:25, 예레미야 10:2, 계시록 16:14, 19:20, 요한복음 
6:30-33, 마태복음 12:38-40, 16:1-4, 마가복음 8:11,12, 누가
복음 11:16,29,30, 요한복음 2:16,18,19, 마태복음 24:3, 마가복음 
13:4, 출애굽기 4:8, 시편 105:27, 이사야 7:11,14, 이사야 
38:7,8,22, 예레미야 44:29,30, 시편 86:17, 이사야 41:22,23, 시
편 74:3,4,9.
 “그는 사람들 앞에 천국으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만든
다” 란 자기들의 거짓이 진리들이라고 입증(attestation)해댄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9:24, 열왕기상 18:38, 레위기 10:1-6, 민
수기 26:10, 11:1-4, 열왕기하 1:10,12, 창세기 19:24,25, 계
시록 20:9, 누가복음 9:54.
14 “그리고 그는 짐승 앞에 행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표시들 
때문에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부추켜 꾀었다” 란 그들은 자
기들의 증언과 입증 때문에 교회 속의 사람들을 잘못함 쪽으로 
인도한다를 의미한다.
 “땅 위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검의 타격을 
받고도 살아났던 짐승에 맞추어 형상(image)을 만들 것이다” 
란 그들은 교회 속의 사람에게 믿음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매
체 수단이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했다라는 교리를 받도록 꾀
고 있다를 의미한다.
15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호흡을 주도록 그에게 주어졌는 
바, 짐승의 형상은 둘 다 말한다” 란 이 교리가 가르쳐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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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형상은 둘 다 말하고, 그
리고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
는 자는 그만큼을 죽어지게 한다. 

16 그는 모두, 즉 작은 자, 큰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리고 자유인과 속박된 자로 하여
금 그들의 오른 손에, 그리고 그
들의 이마들에 표(mark)를 주는 
것을 받도록 할 것이다. 

17 그리고 만일 그가 표, 혹은 
짐승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 

18 여기에 지혜가 있다. 총명을 
가진 그는 자기로 짐승의 숫자를 
세게 하라; 그 이유가 이것은 사
람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숫자는 육백 육십 육이다.

마치 생명을 받은 것처럼 될 수 있게 말씀을 수단으로 이 교리
를 확증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6:63.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죽어지게 한다” 란 
그들은 믿음에 관한 자기들의 교리가 교회의 거룩한 교리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공공연히 손
가락질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4,15,17, 16:13-16, 11:7-9.
16 “그리고 그는 모두, 즉 작은 자와 큰 자, 그리고 부자와 가
난한 자, 그리고, 자유인과 속박된 자” 란 개개인의 조건이 어
떠하든, 학식 있든, 총명하든,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모두를 
의미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른 손에, 그리고 그들의 이마들에 
표(mark)를 줄 것이다” 란 믿음과 사랑에서 이 교리(용과 짐
승으로 의미된 교리)를 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개혁 기독교인
이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17 “그리고 만일 그가 표, 혹은 짐승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
의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 란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가 그것(용과 짐승으로 
의미된 교리)을 인정하지 않으면, 혹은 그가 자기의 신념을 이 
교리(용과 짐승으로 의미된 교리)에 두고 있고 이 신념을 사랑
함도 지녔다고 맹세코 말하지 않으면, 혹은 앞의 둘에 버금가
는 어떤 것을 맹세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은 타당치 않다(교단에서 축출함)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5:1, 52:3, 에스겔 28:4,5, 27:1-끝까지, 
이사야 23:1-8, 마태복음 25:14-30, 누가복음 19:12-26, 마
태복음 13:44, 45,46, 이사야 47:15.
18 “여기에 지혜가 있다” 란 이것은 지혜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즉 이 장에서 말해왔고 설명했던 것으로부터 성
직자(clergy)가 지닌 하느님에 관한 교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
의 품질을 보고 파악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를 의미한다.
 “총명을 가진 자는 자기로 짐승의 숫자를 세게 하라” 란 주님
으로부터 계발되는 자는 그들이 이 교리와 신앙을 확증해보겠
다 하여 말씀으로부터 생산해낸 증거물의 품질과 본성을 알런
지 모른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숫자이다” 란 말씀과 이로부터 있는 교회의 
품질(quality)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숫자는 육백 육십 육이다” 란 이 교회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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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
라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은 십사만 
사천 명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이 씌어진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지녔다고 하는 진리 모두가 그들 자신
들에 의해 왜곡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가복음 4:8,20, 마태복음 13:8,23, 20:3,5, 레위
기 24:6, 요한복음 2:6, 민수기 35:6,7, 신명기 19:1-9, 에스
겔 40:5, 4:11, 45:13, 45:13, 39:2.

영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 용이 더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용에 의해 
뜻해진 교리와 믿음이 묘사되어지고 있다; 평신도와 더불어 있
는 이 교리와 믿음의 품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뒤에 성직자
들과 더불어 이 교리와 믿음의 품질은 어떠한지에 해서 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수단으로 평신도와 더불은 이 교
리와 믿음이 묘사되어 있다 (1-10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에 의해 성직자들과 더불은 이 교리와 믿음이 묘사되고 있다 
(11-17절): 마지막은 후자에 의해 말씀 속의 진리가 왜곡되어
짐에 관하여서 이다.

14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은 십 사만 사천 명...” 이란 주님께
서는 지금 기독교인들로부터 있는 새 천국에 계신다, 이 기독
교인들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 그분을 인정했고, 말씀을 통
하여 그분으로부터 교리 속의 진리들에 있는 이들이다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시편 2:6-8,12, 이사야 40:9,10, 스가랴 9:9, 마태
복음 21:2,4,5, 요한복음 12:14,15, 이사야 12:6, 35:10, 스가
랴 2:10,11, 시편 14:7, 53:6, 이사야 28:16-18, 이사야 
59:20, 24:23, 시편 87:2,3,6,7, 132:13,14, 149:2, 
102:13-16,21,22, 50:2-5.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씌어진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란 
주님은 신성이시다를 인정하고, 신성한 인간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2:4, 누가복음 1:30-35, 마태복음 1:20,25, 
요한복음 1:1,2,14, 5:26, 14:6-11, 10:28-38, 12:45, 16:15, 
13:3, 17:2,3,10, 마태복음 28:18, 요한복음 14:13,14, 16:13,14, 
15:5, 이사야 9:6, 7:14, 예레미야 23:5,6, 33:15,16,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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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나는 마치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그리고 큰 우레의 음
성 같은 천국으로부터의 한 음성
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자기들의 
하프(harp)들을 가지고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의 음성을 들었
다. 

3 그리고 그들은 왕좌 앞에서, 그
리고 네 동물들 앞에서, 그리고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
렀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매입한 
십 사만 사천 명 외에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4 이들은 처녀들, 여인들과 더불
어 더럽혀지지 않은 그들이다; 이
들은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이다: 이들
은 사람들 사이로부터 사들여진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이
다. 

25:9, 45:14,15, 45:21,22, 43:11, 호세아 13:4, 이사야 63:16, 
44:6, 44:24, 48:17, 시편 19:14, 예레미야 50:34, 이사야 54:5, 
49:26, 60:16, 47:4, 스가랴 14:9.
2 “그리고 나는 마치 많은 물들의 음성 같은 천국으로부터의 
한 음성을 들었다” 란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새 천국
을 통하여 말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5, 19:6, 에스겔 43:3, 1:24.
 “그리고 큰 우레의 음성 같은” 이란 그리고 신성한 사랑으로
부터 (말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자기들의 하프(harp)들을 가지고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의 음성을 들었다” 란 보다 낮은 천국들에 있는 영
적 (왕국의) 천사들이 심정의 기쁨으로부터 주님에 관하여 고
백함을 의미한다.
3 “그리고 그들은 왕좌 앞에서, 그리고 네 동물들 앞에서, 그리
고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란 주님 앞에서, 그
리고 보다 높은 천사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축해드림
을 의미한다.  
 “십 사만 사천 명 외에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란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주님 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심을 인
정한 기독교인들, 그리하여 주님에 의해 이 새 천국으로 받아
들여진 그들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구입한” 이란 주님에 의해 거듭나질 수 
있는 이들, 즉 세상에서 매입되어질 수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6:15, 12:45, 13:3, 17:2,3,10, 마태복
음 28:18, 요한복음 10:28,38, 14:6-11, 요한복음 14:6, 
10:1,9, 14:20, 15:5,6, 17:19,21,23,26, 6:56, 20:31, 누가복
음 9:48, 요한복음 14:13,14.
4 “이들은 처녀들,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그들이다” 
란 그들은 교회 속의 진리들에 섞음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
음 속의 거짓들을 가지고 더럽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
것들이 진리들이기 때문에 진리들을 사랑했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1:4,13. 시편 68:24,25, 45:9-15, 아모
스 8:11,13, 이사야 23:4, 예레미야 애가 1:4,15,18, 스가랴 
9:17, 8:5, 예레미야 애가 2:10,13,21.
 “이들은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이다” 
란 그들은 그분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을 수단으로 주님과 합쳐져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그분의 계명들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20-23,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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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속
임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그들은 하느님의 왕좌 앞에서 흠
없기 때문이다. 

6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종족과 혀와 백성에
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국 한 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7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느님
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라, 그 이유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
리고 천국과 땅과 바다, 그리고 
물들의 샘들을 만드신 그분을 경
배하라. 

 “이들은 사람들 사이로부터 사들여졌다”란 주님에 의해 거듭
나질 수 있는 이들, 즉 세상에서 매입되어질 수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이다” 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은 한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기독교
인들의 천국의 첫 시작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2:29, 23:10, 민수기 13:20, 15:17-22, 
18:8-20, 신명기 18:4, 26:1, 출애굽기 23:14-16,19,26, 레위
기 23:9-15,20-25, 민수기 28:26-끝까지.
5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속임도 발견되지 않았다” 란 그
들은 교묘하게 연구한 것들로부터 거짓과 악을 말하고 설득하
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7, 스바냐 3:13, 이사야 53:9, 미가 
6:12, 시편 5:6, 120:2,3, 예레미야 9:5, 호세아 11:12, 출애굽
기 21:14, 예레미야 48:10.
 “그 이유가 그들은 하느님의 왕좌 앞에서 흠없기 때문이다” 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의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
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레위기 21:17,23, 레위기 22:19-25.
6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선포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국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란 주님의 오심, 그리고 새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천국
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예고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종족과 혀와 백성에게” 란 종교로부터 
선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교리로부터 진리들 안
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를 의미한다.
7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란 악을 행치 
말라고 훈계하심, 그 이유는 그것은 주님에 반 되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라, 그 이유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
터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각각은 심판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3,5, 이사야 60:1-끝절, 42:6,8, 48:11, 
59:19,20, 58:8, 66:18, 민수기 14:21, 6:3, 요한복음 
1:1,4,9,14, 12:41, 마태복음 24:3,30, 시편 19:1, 102:15,16, 
계시록 21:23,24, 마태복음 25:31, 마가복음 8:38, 출애굽기 
40:34,35, 레위기 9:23,24, 민수기 14:10-12, 16:19,42, 열왕
기상 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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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
며, 말하기를, 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큰 도성, 그 이유가 
그녀는 모든 나라들에 그녀의 매
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
기 때문이다. 
9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
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어느 누구가 짐승, 그리고 그의 
형상을 숭배했다면, 그리고 그의 
표를 그의 이마에, 또는 그의 손
에 받았다면, 
10 그는 또한 그분의 격노하심의 
컵에 있는 섞이지 않은 포도주와 
더불어 혼합된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
는 거룩한 천사 앞에서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황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11 그리고 괴롭힘의 연기가 세세
토록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은 낮과 밤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의 이름
의 표를 받았을 것이다면, 
12 여기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가 

 “그리고 천국과 땅과 바다, 그리고 물들의 샘들을 만드신 그
분을 경배하라” 란 주님만이 예배되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분만이 창조자요, 구세주요, 그리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분만으로부터 천사들의 천국과 교회와 그것들 속의 모
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8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바빌론은 무너
졌다, 무너졌다, 이 큰 도성” 이란 로마 카톨릭 종교의 독단적 
주장과 교리들은 사라졌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그녀는 모든 나라들에 그녀의 매춘의 분노의 포도
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란 말씀을 모독함과 교회의 선과 
진리를 섞음질함을 수단으로 그녀는 자기들 지배 아래 둘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꾀어냈다를 의미한다.
9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이란 주님께서 선행으로부터 믿음을 분리한 상태에 있는 이들
에 관하여 더 밝히 알리심을 의미한다.
 “만일 어느 누구가 짐승, 그리고 그의 형상을 숭배했다면, 그
리고 그의 표를 그의 이마에, 또는 그의 손에 받았다면” 이란 
믿음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자는 누구든지를 의미한다.
10 “그는 또한 그분의 격노하심의 컵에 있는 섞이지 않은 포도
주와 더불어 혼합된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란 그들은 말씀 속의 선들과 진리들을 왜곡하고, 이 왜곡해버
린 것들에 자기들의 생활을 물들일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75:8, 이사야 13:5,9,13, 10:5,6, 예레미야 21:5, 
이사야 34:2, 66:15, 63:6, 예레미야 7:20, 예레미야 13:5, 에스겔 
5:13, 신명기 29:27, 이사야 13;13, 시편 78:49,50, 신명기 
6:14,15, 이사야 45:24.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 앞에서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황
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11절) 그리고 괴롭힘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 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 거기로부터 
있는 욕망,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그들의 자신의 총명을 자랑함,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시달림을 의미한다. 
11 “그리고 그들은 낮과 밤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의 이름의 표를 받
았을 것이다면” 이란 이 믿음을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증하
고, 그것에 따라 생활한 이들은 즐겁지 않은 것들과 영원히 함
께 있는다를 의미한다.
12 “여기 거룩한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 여기 하느님의 계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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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
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신
앙을 (지닌) 이들이 있다. 
13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 나에게 기록하라, 이제로
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
들은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영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함으로부터 
쉴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의 일
들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
이다. 

14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흰 구름(이었다), 그리
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닮
은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의 머
리는 금빛의 왕관을 가졌고, 그분
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15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
에서 나가서, 구름에 앉으신 그분
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
의 낫을 보내십시요, 그리고 베어 
들이십시요; 그 이유가 베어들이

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신앙을 (지닌) 이들이 있다” 
란 주님의 교회 속의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의 시험들을 수단
으로 말씀과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 속의 계명들에 따른 자기
들의 생활의 품질에 관하여 면 한 조사를 받는다를 의미한다.
13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 나에게, 쓰라, 이제로
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것
을 들었다” 란 사후 그분의 새 교회 속에 있게 될 그들은 영원
한 생명과 행복을 가진다고 주님께서 예견하심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0:38, 16:24, 누가복음 9:23-25, 
14:26,27, 갈라디아 5:24, 요한복음 12:24, 5:21, 5:25, 시편 
116:15, 마태복음 10:39, 16:25, 누가복음 9:24,25, 17:33, 요
한복음 12:25, 
 “그렇다, 주님의 영이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함으로부터 
쉴 것이다” 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이 괴롭힘을 당
하게 하고, 자기들의 육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질 것이다고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는 가르치
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6:33, 14:27, 이사야 53:11, 신명기 
26:7, 이사야 65:23, 계시록 2:2,3.
 “그 이유가 그들의 일들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란 그들이 사랑해왔고 믿어왔고, 그러기에 그로부터 말하고 행
동해왔던 것들에 의해서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로마서 2:6, 고린도후 5:10, 마태복음 16:27, 요한
복음 5:29, 계시록 22:12, 2:23, 2:1,2,4,9,13,19,26, 
3:1-3,7,8,14,15,19, 예레미야 25:14, 스가랴 6장
14 “그리고 나는 보았다, 흰 구름이 바라보였다, 그리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을 닮은 분이 앉아 있는데” 란 말씀에 관련되
는 주님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27, 24:30, 26:64, 마가복음 
14:61,62, 누가복음 21:27, 22:69, 계시록 1:7, 사도행전 
1:9,11.
 “그분의 머리는 금빛의 왕관을 가졌고, 그분의 손에는 날카로
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
성한 지혜, 그리고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15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갔다”란 천사들의 천국
을 의미한다.
 “구름에 앉으신 그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보내십시요, 그리고 베어들이십시요; 그 이유가 베어들이는 당
신을 위한 때가 오기 때문이며, 땅의 수확이 바싹 말라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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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신을 위한 때가 오기 때문
이며, 땅의 수확이 바싹 말라졌기 
때문입니다. 

16 그리고 구름에 앉았던 그분은 
그분의 낫을 땅 위에 보냈다, 그
리고 땅은 베어 들여졌다. 
17 그리고 또다른 천사가 천국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갔다, 그도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다. 

18 그리고 또다른 천사가 제단으
로부터 나갔는데, 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날카
로운 낫을 가진 그에게 큰 음성
으로 외쳐, 말하기를, 그 의 날
카로운 낫을 보내라, 그리고 땅의 
포도원의 (포도)송이들, 수확한 
포도를 그러모으라; 그 이유가 그
녀의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이다. 

19. 그리고 천사는 그의 낫을 땅
으로 보냈다, 그리고 땅의 포도원
을 그러모았다, 그리고 그는 하느
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틀에 내던
져졌다. 

문입니다” 란 천국의 천사들이 주님에게 당신께서는 끝을 만드
시어 심판을 집행하셔야한다는 것, 그 이유는 지금이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탄원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엘 3:12,13, 예레미야 50:16, 51:33, 이사야 
17:5,11, 요한복음 4:35-38, 마태복음 9:37,38, 누가복음 
10:2, 마태복음 13:24-30,36-43.
16 “그리고 구름에 앉았던 그분은 그분의 낫을 땅 위에 보냈
다, 그리고 땅은 베어들여졌다”란 교회가 끝남, 그 이유는 거기
에 신성한 진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17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천국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갔다, 
그도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다”란 주님의 영적 왕국 속
의 천국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있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48.
18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갔는데, 불을 다스
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란 주님의 천적 왕국 속의 천국들
을 의미한다. 이 왕국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왕
국이다.
 “그는 날카로운 낫을 가진 그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
를, 그 의 날카로운 낫을 보내라, 그리고 땅의 포도원의 (포
도)송이들, 수확한 포도를 그러모으라”란 주님의 사랑의 선으
로부터의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기독교인의 교회 속의 사람들에게 있는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미가 7:1,2, 이사야 5:1,2,4, 호세아 3:1, 누가복음 
6:44, 이사야 24:13, 예레미야 49:9, 오바디야 4,5절, 예레미야 
48:32,33, 이사야 32:9,10.
 “그 이유가 그녀의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이다”란 그 이유가 
이것은 기독교인의 교회의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19 “그리고 천사는 그의 낫을 땅으로 보냈다, 그리고 땅의 포
도원을 그러모았다”란 현 기독교회의 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5:5,6, 마태복음 20:1,8, 21:28, 누가복
음 13:6-9, 마태복음 21:33-39, 마가복음 12:1-9, 누가복음 
20:9-16,  이사야 5:1,2, 27:2,3, 예레미야 12:10,11, 이사야 
3:14, 아모스 5:17, 이사야 16:10.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틀에 내던져졌다”란 
그들의 일들을 면 히 조사한 바, 그것들은 악이었다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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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고 포도즙틀은 도성 밖에
서 밟아 으깨졌다; 그리고 포도즙
틀로부터 피가 나와 말들의 굴레
에 조차 (이르렀다), 그 이유는 
(길이가)일천 육백 스타디온(약 
200 미터임)이기 때문이다. 

15

1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크고 경
이로운 또 다른 표시, 즉 일곱 천
사들이 일곱 마지막 재앙들을 가
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유
가 그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분노
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5:1,2, 요엘 3:13, 호세아 9:2, 예레미야 
48:32,33, 마태복음 21:33-39, 요엘 2:23,24.
20 “그리고 포도즙틀은 도성 밖에서 밟아 으깨졌다”란 교회의 
믿음 속의 교리로부터 유행처럼 계속된 일들에 관하여 말씀 속
의 신성한 진리들로부터 면 한 조사가 진행되었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3, 예레미야 애가 1:15, 계시록 
19:15.
 “그리고 포도즙틀로부터 피가 나와 말들의 굴레에 조차 (이르
렀다)”란 진리를 끔찍하게 왜곡함으로 말씀에 폭력이 가해졌
고, 그러므로해서 이해 능력이 거의 닫혀져서 사람들은 더 이
상 거의 가르쳐질 수 없게 되어 신성한 진리들을 수단으로 주
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길이가)일천 육백 스타디온(약 200 미터임)이기 
때문이다”란 오로지 악으로부터의 거짓들만 있음을 의미한다.

영적 의미 요약
 새 기독인의 천국에 관하여: 이것이 서술되고 있다 (1-5절). 
주님의 오심에 관한 선포, 그리고 그 당시 새 교회(the New 
Church) (6,7,13절). 선행으로부터 분리된 신앙으로부터서는 
물러나라는 권면,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있다 (9-12절). 이들
을 조사함, 그리고 그들의 일들이 악함은 명명백백하다 
(14-20절).

15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크고 경이로운 또다른 표시를 보았
다” 란 사랑과 신앙에 관련하여 땅위 교회 상태에 관하여 주님
께서 밝히 알리심을 의미한다.
 “일곱 천사들이 일곱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었다”란 마지
막 상태에 있는 교회가 지닌 것과 같은 악들과 거짓들이 주님
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드러내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6, 14:6, 시편 39:10, 예레미야 30:12,14,17, 
신명기 28:58,59,61, 시편 91:10, 예레미야 49:17, 50:13, 계시록 
18:8, 11:6.
 “그 이유가 그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분노가 성취되기 때문이
다”란 교회가 황폐됨,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교회가 끝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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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나는 불과 뒤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짐승과 그
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
의 숫자를 제압하고 승리한 그들
이 하느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
리 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
았다. 

3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
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
래를 부르고 있었다; 말하기를 당
신의 일들은 크고 경이롭습니다, 
오 주 전능이신 하느님; 정의와 
진실이 당신의 방법들입니다, 오 
거룩한 사람들의 왕이시여. 

4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
습니까, 오 주여;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 이유
가 당신만이 거룩이시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와서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8:22, 10:22,23, 스바냐 1:18, 다니엘 
9:27, 예레미야 4:27, 창세기 18:21, 15:16, 마태복음 24:3, 
13:30,30, 13:49, 28:20.
2 “그리고 나는 불과 뒤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다”란 영계에서 
가장 먼 쪽, 이곳은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로부터 예배도 드렸
으나 생활 속에 선이 없었던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제압하고 승리한 그들”이란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것들
의 교리를 거절했고,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 바, 그것
에 따른 거짓들을 빨아 들이지 않아,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이들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에 서 있다”란 경계선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천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들은 선행
으로부터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를 의미한다.
3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란 주님의 인간은 신성하시다는 신앙과 
십계명인 법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로부터, 선행으로부터 고백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5, 8:5, 누가복음 2:22, 24:27,44, 요
한복음 7:19,22,23, 누가복음 16:29,31, 다니엘 9:11,13, 말라
기 4:4, 출애굽기 19:9, 마가복음 7:10, 여호수아 8:32.
 “말하기를 당신의 일들은 크고 경이롭습니다, 오 주 전능이신 하
느님”이란 말씀과 천국과 교회 속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창조하셨다를 의미한다.
 “정의와 진실이 당신의 방법들입니다, 오 거룩한 사람들의 왕
이시여”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은 정의와 진실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성한 선 자체와 
신성한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7:14, 19:13,16, 다니엘 2:47, 요한복음 
1:49, 마태복음 25:31,34,41, 요한복음 12:13, 18:37, 이사야 
33:17,22, 43:15, 44:6, 스가랴 14:9, 시편 47:2,6-8, 24:7-10, 
예레미야 23:5, 33:15.
4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그리고 당신
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 이유가 당신만이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와서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명백백을 만들었기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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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명백
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이런 것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천국에
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려져 
있었다. 

6 그리고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
곱 천사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
운 모시옷을 입고, 그리고 금빛 
띠를 가슴에 두르고 성전에서 나
갔다. 

7 그리고 네 동물 중의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세세토록 사시
는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한 일곱 
금빛의 접(vial)을 주었다.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란 그분만이 사랑되어져야 하고 예배
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당신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란 그분은 말씀
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와서 당신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란 사
랑의 선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 만을 하느님으로 인정한
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명백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
다”란 말씀 속의 진리들이 이것을 숨김없이 증명하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27, 9:7, 33:5, 예레미야 9:24, 23:5, 
33:15, 호세아 2:19, 아모스 5:24, 시편 36:6, 37:6, 72:2, 
89:14, 119:7,164, 19:9,10.
5 그리고 이런 것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천국
에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바라보니 천국
에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려져 있었다”란 천국의 가장 안
쪽이 보여졌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십계명
인 법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자체로 계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2:15,16, 31:18, 25:16,21,22, 40:20, 
레위기 16:13, 민수기 17:4,10, 17:7, 출애굽기 31:7, 38:21.
6 “그리고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갔
다”란 그 교회의 악들과 거짓들이 드러내어져서 악한 자가 선
한 자로부터 분리되도록 천국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교회 안
으로의 유입이 주님에 의해 준비됨을 의미한다.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금빛 
띠를 가슴에 두르고 있었다”란 이것은 말씀 속의 순수하고 진
짜인 진리들과 선들로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28:42,43, 레위기 16:4,32, 에스겔 
44:17,18, 사무엘상 2:18, 사무엘하 6;14, 요한복음 13:4,5, 다니
엘 10:5, 에스겔 9:2-4,11 10:2-7, 마태복음 28:3, 에스겔 40:3, 
예레미야 13:1-7, 이사야 42:3.
7 “그리고 네 동물 중의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금빛의 

접을 주었다”란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취해진 진리들과 선
들을 수단으로 교회 속의 악들과 거짓들은 드러나진다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25:15,16,28, 51:7, 에스겔 23:31-34, 
하박국 2:16, 예레미야 애가 4:21, 시편 11:6, 75:8, 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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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
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
로부터 오는 연기로 채워졌다: 그
리고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
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 갈 수 없었다.

16

1 그리고 나는 일곱 천사들에게 
가라 그리고 땅에 하느님의 분노
의 접(vial)을 쏟아라 하고 성
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2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가서 
땅 위에 그의 접을 쏟았다; 그
리고 거기서 짐승의 표를 가졌던 

14:10, 이사야 51:17, 계시록 17:4, 18:6, 스가랴 12:2, 마태복
음 23:25,26, 누가복음 11:39, 마태복음 20:22,23, 마가복음 
10:38,39, 요한복음 18:11, 마태복음 26:39,42,44, 마태복음 
26:27,28, 마가복음 14:23,24, 누가복음 22:17, 시편 16:5, 
23:5, 116:12,13, 예레미야 16:7.
 “세세토록 사시는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한...”이란 말씀의 순
수하고 진짜인 진리들과 선들에 의해 들추어내 폭로될 악들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8 “그리고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권능
으로부터 오는 연기로 채워졌다”란 천국의 가장 깊은 곳이 주
님의 영적 (왕국)의 신성한 진리와 천적 (왕국)의 신성한 진리
로 가득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5, 6:4, 계시록 8:4, 이사야 42:3, 
 “그리고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 갈 수 없었다”란 더 버텨내질 수 없는 수준이 거
기에 있었는 바, 이는 황폐함 이후 그 교회의 끝이 보여질 때
까지 였다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의 요약
 교회의 마지막 상태가 드러내지고 그 교회들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이 폭로되기 위한 준비가 서술된다 (1,5-8절): 이들로
부터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이들이 분
리되고 있다 (2-4절).

16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일곱 천사들에게 가라 그리고 땅에 하느님의 
분노의 접(vial)을 쏟아라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란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으로부터 만들어진 교리와 그
에 따라 생활을 꾸려가는 이들이 있는 개혁 교회 안으로 천국
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있음을 의미
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12, 마가복음 4:25, 마태복음 
25:28,29, 누가복음 19:24-29.
2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가서 땅 위에 그의 접을 쏟았
다” 란 개혁 교회의 내면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음 만으로 정의
로워진다는 교리를 연구하는 이들인 목사들 안으로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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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것의 형상을 숭배했던 사
람들에게 악하고 유해한 종기가 
생겼다. 

3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의 접을 쏟았다; 그리고 그것
은 죽은 자들의 것 같은 피가 되
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 혼이 죽었다. 

4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강과 산들에 쏟았다; 그리

고 그것들은 피가 되었다. 
5 그리고 나는 물들(waters)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
신은 정의 이십니다, 오 주여, 계
시고, 계셨고, 거룩하신 분, 그 이
유는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심
판하셨기 때문입니다. 
6 그 이유는 그들은 거룩한 사람
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들에게 마실 피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럴만 하기 때문
입니다. 

7 그리고 나는 제단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그렇습니다, 오 주 
하느님 전능이신 분, 진실과 정의
가 당신의 심판들입니다 하고 말
하는 것을 들었다. 

다. 
 “그리고 거기서 악하고 유해한 종기가 생겼다”란 교회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내면의 악들과 거짓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6, 시편 38:4,5, 이사야 30:26, 신명기 
28:15,27,35, 레위기 13:1-끝절.
“짐승의 표를 가졌던 이들, 그것의 형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에
게...”란 믿음 만으로 사는 이들, 그리고 그것의 교리를 받는 이
들에게... 를 의미한다  
3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의 접을 쏟았다”란 개혁 
교회의 신조 안에 있어 그 교회의 외부들에 해당되는 이들, 즉 
평신도라 불리는 이들에게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들의 것 같은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
다에 있는 모든 생 혼이 죽었다”란 그들과 더불은 지옥의 거짓
들, 이를 수단으로 말씀 속의 모든 진리, 그런고로 교회 속의 
모든 진리, 믿음 속의 모든 진리가 소멸되어졌다를 의미한다.
4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강과 산들에 쏟았다”란 
그들의 말씀을 이해함 안으로 유입이 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피가 되었다”란 말씀 속의 진리들이 왜곡되
었음을 의미한다.
5 “그리고 나는 물들(waters)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란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당신은 정의이십니다, 오 주여, 계시고, 계셨고, 거룩하신 분, 
그 이유는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모독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셨고 말
씀이신 주님의 신성한 섭리로부터이다를 의미한다.
6 “그 이유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란 법들에 따라 생활함이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를 받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말씀
으로부터 있는 모든 교리적인 진리들을 뒤집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피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
는 그들은 그럴만 하기 때문입니다” 란 교리와 생활에서 믿음
만으로 자신들을 확증해버린 이들에게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
를 왜곡하도록, 그리고 그 왜곡된 것들로부터 자기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도 허용되어졌다를 의미한다..
7 “그리고 나는 제단으로부터 또다른 (천사)가 그렇습니다, 오 
주 하느님 전능이신 분, 진실과 정의가 당신의 심판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란 말씀 속의 신성한 선이 이 신성한 
진리를 확증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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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태양에 쏟았다; 그리고 그
것이 그에게 불로 사람들을 그을
리려고 주어졌다. 

9 그리고 사람들은 큰 열로 그을
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재앙들에 권위를 가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회
개하지 않았다. 

10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의 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리고 그것의 왕국은 어둡게 되
었다, 그리고 그들은 심통
(distress)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 

11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심통
들과 종기들 때문에 천국의 하느
님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자기들
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12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의 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
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이 말
리워져서, 태양이 떠오름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8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태양에 쏟았다”란 그들
의 사랑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불로 사람들을 그을리려고 주어졌다”
란 주님을 사랑함이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랑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악한 욕망 안에 있기 때
문이다를 의미한다..
9 “그리고 사람들은 큰 열로 그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재
앙들에 권위를 가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란 악들 속의 
격렬한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아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인간이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하간 주
님의 인간은 신성하시다 함으로부터 있는 사랑의 모든 선과 믿
음의 모든 진리는 흐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회개하지 않았다”
란 이런 연유로해서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인간 측면에 관하여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는 믿음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해도 
받을 수 없다를 의미한다. .
10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
다”란 그들의 믿음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3:2, 2:13, 다니엘 7:9, 하박국 2:22, 이
사야 14:13.
 “그리고 그것의 왕국은 어둡게 되었다”란 거짓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심통(distress) 때문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
다”란 그들은 진리들에 견뎌낼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심통들과 종기들 때문에 천국의 
하느님을 모독하였다”란 그들은 주님만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내면의 악들과 거짓들로부터의 저항 때
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란 말씀으로부터의 
훈육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직도 믿음 속의 거짓들과 그로부터
의 생활의 악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12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란 그들의 내면의 추론들 안으로 유입이 있음, 그들은 
이 추론을 수단으로 믿음만을 수단으로 정의로와짐을 확증한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이 말리워져서, 태양이 떠오름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란 그들의 추론들 속의 거짓들은 주님
으로부터 있는 선으로부터 믿음 안에 있는 이들, 곧 새 교회 안
으로 이끌어들여지는 이들로 부터서는 제거되어졌다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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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리고 나는 용의 입으로부
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으로
부터 개구리들 같은 깨끗지 않은 
세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14 그 이유가 그것들은 악마
(demon)들의 영들이기 때문인데, 
기적(sign)들을 행하려고, 땅과 
전체 세상의 왕들에게 떠나가, 그
들을 전능이신 하느님의 이 큰 
날의 전투에 모으고 있었다. 

15 잘 보라, 나는 도둑 같이 온
다; 깨어 있어 자기의 의복을 간
수하여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걷
지 않도록 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럼
을 보고 있다. 

16 그리고 그는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장소에 
모았다. 

17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그
의 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리고 

다.
13 “그리고 나는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으로부터...나오는 것을 보았다”란 
신성에는 세 인물들이 있다는 삼위일체(the Trinity of 
Persons in the Divinity)의 교리와 법(계명)에 따른 일함 없
이도 믿음만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한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는 교리 위에 기초를 둔 신학으로부터의 지각을 의
미한다.
 “개구리들 같은 깨끗지 않은 세 영들”이란 진리들을 왜곡하려
고만 하는 추론과 그 욕망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8:5-14, 시편 78:45, 105:30.
14 “그 이유가 그것들은 악마(demon)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란 그들은 거짓들로부터 추론하고 싶은 욕망과 진리들을 왜곡
해버리고 싶은 욕망이었다를 의미한다.
 “기적들을 행하려고, 땅과 전체 세상의 왕들에게 떠나가, 그들
을 전능이신 하느님의 이 큰 날의 전투에 모으고 있었다”란 자
기들의 거짓들이 진리들이라고 증명해댐, 그리고 새 교회의 진
리들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들과 똑같은 거짓들 안에 있는 그 
교회 전체의 모든 이들을 휘저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11, 10:20, 11:10, 17:7,9, 25:9, 52:6, 
예레미야 30:7, 예레미야 31:27,31,38, 33:15, 다니엘 12:1, 
호세아 2:16,18,21, 말라기 4:5, 스가랴 12:8, 
14:1,4,6,7,8,9,13,20,21.
15 “잘 보라, 나는 도둑 같이 온다; 깨어 있어 자기의 의복을 간
직한 이들은 행복하다”란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때에 말씀 속의 
진리들인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꾸준히 견지해온 이들을 위
한 천국을 의미한다.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걷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
끄럼을 보고 있다“란 그들이 진리 없음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지옥적인 사랑들은 나타나야 할 것
이다를 의미한다.
16 “그리고 그는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장소
에 모았다”란 진리들에 맞서려는 거짓들로부터 있는 전투, 그
리고 지배함과 탁월해짐을 사랑함으로부터 초래되는 새 교회를 
파괴하려는 기질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17, 13:7, 16:13,14, 스가랴 
12:3,4,6,8,9,11, 13:1,4.
17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접을 공중에 쏟았다”란 그
들과 더불은 모든 것 안으로 유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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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왕좌로부터 천국의 성전에
서 나오는 큰 음성이 나와서 다 
되었다 하고 말했다. 
18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번개
들과 우뢰소리들이 있었다; 그리
고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 
있지 않았던 큰 지진, 너무나 큰 
지진이 있었다. 

19 그리고 큰 도성이 세 부분으
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큰 바
빌론이 하느님 앞에서 기억 안으
로 와서, 그녀에게 그분의 노염의 
분노의 포도주의 컵이 주어졌다. 

20 그리고 모든 섬이 달아났다, 
그리고 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21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talent)나 되는 우박이 천국으로
부터 사람들 위에 내려 오고 있
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하였다; 그 
이유가 그로 인한 재앙이 지독하
게도 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 왕좌로부터 천국의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나와서 다 되었다 하고 말했다”란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은 황폐
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장래에 있다는 것이 주
님에 의해 명명백백해졌다를 의미한다.  .
18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번개들과 우뢰소리들이 있었다”란 
추론들, 진리가 왜곡됨, 그리고 악의 거짓들로부터의 논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 있지 않았던 큰 지진, 
너무나 큰 지진이 있었다”란 말하자면 흔듬, 경련, 전복, 그리
고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부터 끌어내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4, 마태복음 24:21.
19 “그리고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나라들
의 도성들이 무너졌다”란 교리에 관련하여 교회는 그것들을 수
단으로 함께 파괴되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교리로부터 
방출된 모든 이교들도 파괴되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큰 바빌론이 하느님 앞에서 기억 안으로 와서, 그녀
에게 그분의 노염의 분노의 포도주의 컵이 주어졌다”란 이 파
괴는 로마 카톨릭 종교의 독단적 주장이 군림했던 시기에도 있
었다를 의미한다.  
20 “그리고 모든 섬이 달아났다, 그리고 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란 더 이상 믿음으로부터의 진리, 사랑으로부터의 선은 있지 않았
다를 의미한다..
21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talent)나 되는 우박이 천국으로
부터 사람들 위에 내려 오고 있다”란 끔찍하고 흉악한 거짓들, 
이를 수단으로 말씀 속의 모든 진리와 그로부터 교회 속의 모
든 진리는 파괴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하였다; 
그 이유가 그로인한 재앙이 지독하게도 단했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이런 거짓들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거짓들과 악들로부터 일어나는 강한 반감 때
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 만큼 진리들도 그만큼 부정했다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 요약
 개혁 교회 속의 악들과 거짓들이 천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수단
으로 까벌려지고 있다 (1절): 목사 안으로 유입됨(influx) (2
절): 평신도 안으로 유입됨 (3절): 말씀에 한 그들의 이해함 
안으로 유입됨 (4-7절): 그들의 사랑 안으로 유입됨 (8,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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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그리고 일곱 접을 가졌던 일
곱 천사들 중의 하나가 와서 나
에게 말했다, 나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매춘부가 심판되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2 그들과 더불어 땅의 왕들은 매
춘짓을 범하였다, 그리고 땅의 주
민들도 그녀의 매춘짓의 포도주
를 마셨었다. 

3 그리고 그는 나를 영 안에서 
광야 안으로 운반하였다; 그리고 
나는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을 
가지고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한 
주홍색의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다. 

4 그리고 여인은 자주색과 주홍
색과 금으로 수놓아 차려입고, 귀

그들의 신앙 안으로 유입됨 (10,11절): 그들의 추론들 안으로 
유입됨 (12-15절): 그들의 모든 것과 함께 안으로 유입됨 
(17-21절).

17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일곱 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 중의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란 로마 카톨릭에 관하여 천국의 가장 깊은 곳의 
주님으로부터 지금 밝히 알리시고 유입함이 있다.
 “나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매춘부가 심판되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란 이 종교가 말씀 
속의 진리들을 모독하고 섞음질함에 관하여 밝히 알리심이 있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12,13.
2 “그들과 더불어 땅의 왕들은 매춘짓을 범하였다”란 이 종교
는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회 속의 진리들과 선들에 섞음질을 해
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 5:10, 19:18, 17:9-11, 17:12, 
18:3,9, 다니엘 8:21,23, 7:17,24, 11:1-끝까지. 
 “그리고 땅의 주민들도 그녀의 매춘짓의 포도주를 마셨었다”
란 이 종교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섞음질함으로 인
해 영적인 것들 안에 광기가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9:9, 51:21, 예레미야 51:7, 37,39, 계시
록 14:8, 18:3, 예레미야 13:12,13, 에스겔 23:32,33, 예레미
야 애가 4:21, 나흠 3:11, 예레미야 25:27.
3 “그리고 그는 나를 영 안에서 광야 안으로 운반하였다”란 그
는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을 황폐케한 이들에게로 영적 상태에서 
운반되어졌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한 주홍색의 짐승 위에 앉
아 있는 여인을 보았다”란 이 종교는 자기들에 의해 모독된 말
씀에 기초를 놓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7:8, 11 12 13 17.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을 가지고...”란 처음에는 거룩하고, 말
씀으로부터 총명도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아무 것도 없다, 더 상
세히 말하면 미친 짓, 게다가 계속하여 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권력을 휘둘러 고 있다를 의미한다.
4 “그리고 여인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차려 입었다”란 그들 
사이에 있는 말씀의 천적 수준에서의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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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돌과 진주들로 치장하고, 손
에는 그녀의 매춘짓의 가증함과 
불결함으로 가득한 금 컵을 가지
고 있었다. 

5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위 한 바빌론, 땅의 매춘과 가증
함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씌여 있
었다. 

6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피로, 그리고 예수의 목격자의 피
로 술취한 여인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큰 
경이함으로 놀라워 했다. 

7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놀라워하느냐? 내
가 너에게 여인의 신비를, 그녀를 
운반한 일곱 머리들과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말할 것이다. 
8 네가 보는 짐승은 있었다, 그리
고 있지 않다: 끝없이 깊은 구렁
에서 막 올라 오고 있다. 그리고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16:19-21, 예레미야 애가 4:5, 예레미야 
4:30, 사무엘하 1:24, 에스겔 277, 계시록 18:16,17.
 “수놓아진 금과 귀중한 돌”이란 그들과 더불은 말씀의 영적 
수준에서의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진주들”이란 그들과 더불은 말씀 속에서의 선과 진리
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45,46, 계시록 21:21, 마태복음 7:6, 
계시록 18:111,12.
 “손에는 그녀의 매춘짓의 가증함과 불결함으로 가득한 금 컵
을 가지고 있었다”란 이 종교는 모독된 말씀 속의 거룩한 것들
로부터임, 그리고 무서운 거짓들을 수단으로 더럽혀진 말씀의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있음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3:27.
5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위 한 바빌론, 땅의 매춘과 
가증함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씌여 있었다”란 로마 카톨릭 종교
에 내면적으로 감추여져 있는 것에 관하여, 즉 그 종교는 그것
의 근원으로부터, 권위를 사랑함으로부터, 교회 속의 거룩한 것
들과 천국을 다스리는 자아사랑으로부터, 그러므로 주님과 그분
의 말씀 속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아사랑으로부터 이 종교는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 속에 있는 모
든 것들을 더럽게 했고 모독했다를 의미한다. 
6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피로, 그리고 예수의 목격자
의 피로 술취한 여인을 보았다”란 주님 속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 그로부터 교회 속의 신
성한 진리들과 선들에 섞음질하고 모독함으로부터 이 종교에 
광기가 서렸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큰 경이함으로 놀라워
했다”란 이 종교가 내면적으로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면적
으로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를 의미한다.
7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놀라워하느
냐? 내가 너에게 여인의 신비를, 그녀를 운반한 일곱 머리들과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말할 것이다”란 앞 절에서 선행된 
것, 그리고 보여진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힌다를 의미
한다. 
8 “네가 보는 짐승은 있었다, 그리고 있지 않다”란 말씀이 거
룩하다고 그들은 인정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아직 실제로는 인
정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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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으로 가려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생
명의 책에 씌여지지 않은 땅에 
거주하는 그들은 있었고 있지 않
고, 그리고 그럼에도 있는 짐승을 
보고는 놀라워 할 것이다. 

9 이것은 지혜를 가진 지성
(mind)이다.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 거기서 여인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다. 

10 그리고 그것들은 일곱 왕들이
다; 다섯은 무너졌다(fallen), 그
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그
리고 그가 올 때, 그는 잠시 동안 
남아야만 한다. 
11 그리고 있었고 있지 않은 짐
승은 여덟 번째이고 일곱 번째 
속에 있다; 그리고 그는 멸망 안
으로 가고 있다. 

12 그리고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들이고,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
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시간 왕으로서 권위를 받는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막 올라 오고 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려하고 있다”란 평신도와 일반인이 말씀을 받고 읽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로마 교황의 종교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심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되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씌여지지 
않은 땅에 거주하는 그들은 있었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
도 있는 짐승을 보고는 놀라워 할 것이다”란 비록 위와 같이 
해서 말씀이 거절되었을지라도 존재하는 바, 이 종교의 설립 
당시로부터 천국과 땅을 다스리는 지배 권력에 목적을 두었던 
모든 이들, 이 종교에 있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를 의미한
다.
9 “이것은 지혜를 가진 지성(mind)이다”란 이것은 자연적 의미
에서의 해석이나, 주님으로부터의 영적 의미에 있는 이들을 위
하여서 이다를 의미한다.
 “일곱 머리들은 일곱 산들이다, 거기서 여인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다. (10절)그리고 그들은 일곱 왕들이다”란 이 종교의 
기초가 된 말씀 속의 신성한 선들과 진리들이 때를 맞추어 파
괴되었다, 더 상세히 말하면 모독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4, 2:1, 3:1, 4:5, 5:1, 6:6, 8:2, 10:3,4, 
15:1,6,7.
10 “그리고 그것들은 일곱 왕들이다; 다섯은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가 올 때, 그는 잠시 동안 남아야만 한다” 란 말씀 속의 모든 
신성한 진리는 파괴되어 왔는데, 한가지 예외는 천국과 땅에서
의 모든 권한은 주님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다른 한가지 예외는 
아직은 논의의 상이 되지 않은 것, 즉 주님의 인간 측면은 신
성하느냐 라는 것이다를 의미한다.
11 “그리고 있었고 있지 않은 짐승은 여덟 번째 이고 일곱 번째 
속에 있다; 그리고 그는 멸망 안으로 가고 있다” 란 앞 절에서 
설명한 바같이 말씀은 신성한 선 자체이다는 것, 그리고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다는 것; 그런고로 말씀에 평신도와 일반인의 접근
을 억제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미 말씀 안
에 만든 섞음질과 모독들을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려면 말씀을 읽
지 못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물러나야 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12 “그리고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들이고,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다”란 프랑스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신성한 진리로부
터 있는 권한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황의 지배
를 절 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 이들이다; 이들과 더불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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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들은 한 지성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능
과 권위를 짐승에게 넘길 것이다. 
14 이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
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들을 정
복할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주들 중의 주이시고 왕들 중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과 함께 있는 그들은 뽑힌자, 그
리고 신실한 자들이라 불리운다. 

15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한
다, 매춘부가 앉아 있는 곳, 네가 
보는 물들은 백성들과 군중들, 그
리고 나라들과 혀들이다. 

16 그리고 네가 짐승 위에서 보
는 열 뿔들, 이것들은 매춘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황
폐케 하고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릴 것
이다. 

서도 로마 카톨릭 종교로부터 충분하게 분리된 교회를 설립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시간 왕으로서 권위를 받는
다”란 말씀은 그들과 더불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
은 말씀을 수단으로 마치 자기들이 신성한 진리들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를 의미한다.
13 “이들은 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능과 권위를 짐승에게 넘길 것이다”란 그들은 통치와 지배권
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만장일치하에 인정했다
를 의미한다.
14 “이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주들 중의 주이시고 왕들 중
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란 그분의 신성한 인간을 인정함에 관련
하여 그들과 더불은 주님의 전투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신성한 인간 안에서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6:15, 3:35,36, 13:3, 17:2,3,10, 마태
복음 28:18, 요한복음 14:6-11, 10:30, 3:15,17,18,36, 6:47, 
11:26.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들은 뽑힌 자, 그리고 신실한 자
들이라 불리운다”란 이런 식으로 주님만에 접근하고 예배드리
는 자들이라면 교회의 외적 그룹에 속해 있든지, 혹은 교회의 
내적 그룹 내지 고위층에 속한 자였더라도 모두 천국 안으로 
오게 된다를 의미한다.
15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한다, 매춘부가 앉아 있는 곳, 네
가 보는 물들은 백성들과 군중들, 그리고 나라들과 혀들이다”
란 그들은 교황의 지배 권력 아래 있다,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
들은 이 종교로 말미암아 다각도로 섞음질 당하고 모독되어 있다, 
그들은 교리와 훈련이 다양해진 상태 속에, 종교와 고백이 다양해
진 상태 속에 있다를 의미한다.
16 “그리고 네가 짐승 위에서 보는 열 뿔들, 이것들은 매춘부
를 미워할 것이다”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들과 더불어 있
는 신성한 진리들로부터의 권한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프
로테스탄트들은 로마 교황의 지배라는 멍에를 깡그리 부수었
다.
 “그리고 그녀를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란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그 종교를 덧씌운 거짓들과 악들을 벗길 것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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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이유가 하느님의 말들이 
성취될 때까지 하느님께서는 그
분의 마음(His mind)을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한 마음(one mind)
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심정에 
주셨고,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18 그리고 네가 보는 여인은 땅
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가진 
큰 도성이다. 

버릴 것이다”란 이 미워함으로부터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 있는 
카톨릭 종교에 어울리는 악들과 거짓들을 정죄하고 파괴할 것
이다, 그리고 이 종교 자체를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를 
그들 사이로부터서는 삭제해버릴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13:12-18 출애굽기 32:20, 신명기 9:21, 
레위기 10:1-6. 요한복음 6:63, 3:6, 1:12,13, 시편 78:39, 이
사야 31:3, 에스겔 16:26, 마태복음 16:17, 예레미야 17:5, 스
가랴 11:9, 이사야 9:12,20,21, 49:26, 예레미야 19:9, 레위기 
26:29, 신명기 28:53.
17 “하느님께서는 짐승에게 그들의 왕국을 주시고, 그분의 마
음을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한 마음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심
정에 주셨다”란 그들과 더불은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들은 로마 카톨릭 종교를 깡그리 거부하고 고발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종교를 자신들로부터 뿌리째 뽑아야한다는 것, 
만장일치된 심판인즉, 자기들은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8:12, 13:38, 1319, 21:43, 누가복음 
9:62, 마태복음 6:10, 3:2,4:7, 누가복음 10:11, 16:16, 11:20, 
출애굽기 19:5,6, 미가 4:8, 다니엘 7:18,22, 7:27, 7:14.
 “하느님의 말들이 성취될 때까지”란 그들에 관하여 미리 말해
왔던 것의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8;19,20.
18 “그리고 네가 보는 여인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가
진 큰 도성이다”란 로마 카톨릭 종교는 아직도 기독교계에서 
교리에 관련하여서는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
이 교황의 통치권 아래 있지는 않으나 아직도 카톨릭 종교가 
얼마 정도는 개혁 교회 사이에 잔류해 있다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 요약
 로마 카톨릭 종교에 관하여: 이 종교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왜곡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은 뒤집혔다 (1-7절); 어떻게 그것이 그것의 지배
에 종속된 이들과 함께 그것들을 왜곡하고 악용했는지 이다 
(8-11절); 그것은 그것의 지배 아래 자신들을 종속시키지 못
한 이들과 더불어서는 덜 왜곡되고 덜 악용되었다 (12-15절). 
개혁 교회에 관하여: 그들은 그것의 지배의 굴레로부터 자신들
을 물러나게 했다 (16,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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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이런 일들 후에 나는 천국으로
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
는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해져 있었다. 

2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힘차
게 외쳤다,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리고 악마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
리고 모든 불결한 영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불결하고 지겨
운 새가 소유하고 있다. 

3 그런 이유가 모든 나라들이 그
녀의 매춘짓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매춘을 범했
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엄청난 
사치품으로부터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8
각 절의 영적 의미

1 “이런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란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설득
에 관한 것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나는 천국으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권위
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해져 있
었다”란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주님의 
강력한 유입이 있다, 이로부터 그분의 교회는 천적 수준의 빛 
안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2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쳤다, 말하기를, 큰 (도
성)바빌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란 그는 이것을 알려지게 만
들었는 바, 즉 주님의 신성한 권능을 수단으로 이 종교 안에 
있었던 이들, 동시에 이 종교의 것으로 권력을 휘두르기를 뽐
내던 모든 이들이 영계에서 파괴되어져서, 많은 지옥들로 내던
져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1:8,9. 
 “그리고 악마들의 처소가 되었다”란 그들의 지옥들은 그들의 
위조된 사랑의 열정들로부터 천국의 진리들을 모독해버리고 싶
은 욕망의 불과 자아사랑의 불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불결한 영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불결
하고 지겨운 새가 소유하고 있다”란 의지 속의 악들, 이로부터 
행위 속의 악들, 그리고 생각들 속의 거짓들과 이로부터 의도 
속의 거짓들, 이들의 지옥들 속의 악들은 극악무도하다, 그 이
유가 그들은 자신을 주님에게 등지게 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이사야 13:19-22, 14:22,23, 예레미야 50:39,40, 다니
엘 9:27, 이사야 34:11, 창세기 15:11, 예레미야 7:33, 15:3, 16:4, 
19:7, 34:20, 에스겔 29:5, 시편 79:1,2, 마태복음 13:3,4, 시편 
148:10, 호세아 2:18, 욥기 12:7-9, 예레미야 4:24-26, 예레미야 
9:10,11, 12:9, 호세아 4:1,3, 이사야 46:9,11, 에스겔 31:3,6, 에스
겔 39:17,21, 계시록 19:17.
3 “모든 나라들이 그녀의 매춘짓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
들이 그녀와 매춘을 범했다” 란 그들은 사악한 독단적 주장들, 
즉 말씀 속의 선과 진리에 섞음질과 모독함들을 내놓았고, 그
리고 자기들 지배 권력 아래 있는 왕국들에서 태어나 양육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주입시켰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7, 51:37,39.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엄청난 사치품으로부터 부자가 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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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빠져나와, 
너희가 그녀의 죄악들의 분담자
가 되지 아니하여 그녀의 재앙들
을 받지 말아라. 

5 그 이유가 그녀의 죄악들은 천
국에 까지도 도달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6 그녀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로 그녀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녀의 일들에 따라 그녀에게 두배
로 (갚으라); 그리고 그녀가 섞은 
잔 안에 두배로 섞어 (갚으라). 

7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라, 그 이유가 
그녀는 자기 심정에서 나는 여왕

때문이다”란 이 종교의 성직자 계급 서열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그들은 거룩한 것들 위에 군림함을 수단으로 신성한 주
권과 법을 넘어서는 영예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도원들과 그것의 소유물들을 늘려감을 수단으로, 끝도 없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긁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러므로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천적이고 영적인 지배로부터 육적이고 자연적
인 기쁨들을 자신들에게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7:14,15, 마태복음 13:45,46, 25:14-20, 
누가복음 19:12-26, 에스겔 28:4,5, 이사야 23:1-8, 에스겔 
16:3,29, 21:30, 29:14, 17:4, 28:18.
4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부터 또다른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빠져나와, 너희가 그녀의 죄악들의 분담
자가 되지 않아,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란 주님으로부
터의 권면이 모든 이들에게, 즉 이 종교 안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안에 있지 않은 이들 모두는 인정하거나 애착
하거나 하여 이 종교의 것과 결합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 그
들의 혼들이 이 종교가 내뿜는 역겨운 것들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 멸망당하지 말라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45,46, 51:6, 51:9, 48:20,21, 예레미
야 50:8.
5 “그 이유가 그녀의 죄악들은 천국에 까지도 도달하였다, 그
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고 있으시기 때문이
다”란 이 종교 속의 악들과 거짓들이 천국들에 전염되고 있기
에, 주님께서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천국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820, 예레미야 51:48.
6 “그녀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로 그녀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녀의 일들에 따라 그녀에게 두배로 (갚으라); 그리고 그녀가 섞
은 잔 안에 두배로 섞어 (갚으라)”란 똑같은 응보와 처벌, 즉 
그들이 타인들을 꾀어내고 파멸되게 하는데 이용한 악들과 거
짓들이 그들이 했던 양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되돌린다를 의미
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0:29, 50:15, 시편 137:8, 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 예레미야 17:18, 이사야 40:1,2, 스가랴 
9:12, 이사야 61:7.
7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만큼 고통
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라‘란 지배 권력으로 심정을 뽐낸 정도
에 따라서, 재물로부터 마음과 육체가 득의양양했던 것에 비례
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내던짐을 받아 조롱당함으로, 궁핍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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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닌바, 
슬퍼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8 이를 위해 그녀의 재앙들은 하
루동안에 오는데, 죽음과 슬퍼함
과 흉년이다; 그리고 그녀는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 이유가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강력하
시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녀와 매춘짓을 범하
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땅의 왕들
은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고 
그녀를 위해 울 것이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 것이다. 

10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
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화가 
있다, 화있다, 이 큰 도성 바빌론
아, 이 막강한 성아; 그 이유가 
한시간 안에 네 심판은 이르기 
때문이다. 

참한 신세를 수단으로 와지는 지옥의 고통을 사후 가질 것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24, 51:55,56, 이사야 14:11,13-16.
 “그 이유가 그녀는 자기 심정에서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닌 바, 슬퍼함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
이다”란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의 지배권으
로 심정의 뽐냄으로부터,  재물들로 지성이 의기양양해 있음으
로부터 자기들의 지배력은 영원할 것이다고, 이 권력의 빼앗김
은 결코 있어질 수 없노라고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7:5,7,8-11.
8 “이를 위해 그녀의 재앙들은 하루 동안에 오는데, 죽음과 슬
퍼함과 흉년이다”란 이런 연유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이 
해왔던 악들에 한 벌이 그들에게 돌아 오는 바, 그것은 죽음, 
즉 지옥의 삶, 그리고 자기들이 누렸던 지배권이 내동댕이쳐 
짐으로 오는 지옥의 슬픔; 풍족함 신에 결핍과 불쌍함으로부
터 있는 지옥의 슬픔; 그리고 모든 진리를 이해함이 없어짐인 
배고픔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0:12,13.
 “그리고 그녀는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 이유가 그녀를 심판
하시는 주 하느님은 강력하시기 때문이다”란 그들은 주님과 그
분의 천국을 몹시 싫어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때에 그들은 주
님만이 천국들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어느 누구
도 자신들로부터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25,58.
9 “그리고 그녀와 매춘짓을 범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땅의 왕
들은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고 그녀를 위해 울 것이다, 그리
고 소리내어 울 것이다”란 그들이 모독된 것들로 바뀐 그것들
을 볼 때, 자기들이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만든 말씀 속의 진
리들을 섞음질하고 왜곡함을 수단으로 누린 지배와 그것의 기
쁨들로 더 많은 내면의 고통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615,16.
10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슬
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이 큰 도성 바빌론아, 이 막강한 성아; 
그 이유가 한시간 안에 네 심판은 이르기 때문이다”란 처벌에 

한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설득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렇게 쉽사리, 갑작스레 무너질 수 없고 더욱이 망할
래야 망할 수 없다고 오판하고 있는데 따른 비통한 슬픔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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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2 그 상품은 금과 은, 그리고 
귀한 돌과 진주들, 그리고 고운 
모시와 자줏빛 (옷감), 그리고 비
단과 주홍색 (옷감), 그리고 각종 
향나무(thyine wood), 각종 상아 
그릇,  귀한 재목으로, 그리고 놋
쇠와 철로, 그리고 리석으로 만
든 그릇들.

13 그리고 계피와 향, 그리고 향
유와 유향, 그리고 포도주, 그리
고 기름, 그리고 고운 가루와 

, 그리고 짐을 나르는 짐승들과 
양, 그리고 말들, 그리고 수레, 그
리고 몸들과 사람의 혼들이다. 

 참조 성서. 이사야 33:13, 예레미야 23:23, 31:2,3, 이사야 
43:6, 49:1,2, 5:26, 계시록 17:4, 예레미야 51:53, 
5130,31,44, 51:8.
11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곡할 것
이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
이다”란 거룩한 것들을 빌미로 이윤을 챙기던 그 종교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바빌론의 파멸됨으로 예전 같은 소득을 낼 수 
없게 되는데 따라 있게 되는 그들의 슬픔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13.
12 “그 상품은 금과 은, 그리고 귀한 돌과 진주들”이란 더 이
상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것들에 상응되는 영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자줏빛 (옷감), 그리고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란 그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것에 상응되는 천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가지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종 향나무(thyine wood), 각종 상아 그릇”이란 그
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것들과 상응하는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15:25, 25:10-16, 열왕기상 6:10,15, 출
애굽기 27:1,6, 하박국 2:11, 에스겔 26:12, 37:16,19, 예레미
야 애가 5:4, 신명기 19:5.
 “귀한 재목으로, 그리고 놋쇠와 철로, 그리고 리석으로 만든 
그릇들”이란 그들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것들과 상응하는 교회의 것들 안에 있는 
과학적 선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5, 다니엘 10:5,6, 에스겔 1:7, 40:3, 다
니엘 2:32,33, 민수기 21:6,8,9, 요한복음 3:14,15.
13 “그리고 계피와 향, 그리고 향유와 유향”이란 그들은 더 이
상 영적인 선들과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를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여기서 명명하는 것들에 상응하는 예배를 그들 
내부에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0:34-37.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고운 가루와 ”이란 
그들은 더 이상 천적인 선들과 진리들로부터 있는 예배를 가지
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여기서 명명한 것과 상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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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리고 네 혼이 바라던 열매
들은 너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모
든 지방(fat)과 빛나는 것들이 너
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너는 그것
들을 더 이상 결코 발견 못할 것
이다. 

15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이런 
것들의 상인들은 그녀의 고통이 
무서워 멀찍이 서서 슬피울며 통
곡할 것이다, 
16 그리고 말하기를, 슬픔이, 슬
픔이 있다, 이 큰 도성아, (너는) 
고운 모시와 자줏빛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고, 그리고 금으
로 수놓고, 귀한 돌, 그리고 진주
들로 (치장했다); 그런데 한시간
에 이렇게도 큰 재물이 황폐해졌
다. 

들을 자기들 예배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짐승들과 양”이란 그들은 더 이상 교회
의 외적 또는 자연적 선들과 진리들로부터의 예배를 가지지 못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위에 언급한 것들에 상응하는 것들을 
그들의 예배 안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말들, 그리고 수레, 그리고 몸들과 사람의 혼들이다”
란 그들은 말씀을 이해함에 따른 모든 것들, 이로부터 있는 교
리, 그리고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있는 선들과 진리들에 따
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것들을 왜곡
하고 섞음질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6:20, 예레미야 51:34, 50:37,38.
14 “그리고 네 혼이 바라던 열매들은 너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모든 지방(fat)과 빛나는 것들이 너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더 이상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란 천국의 모든 
복됨과 행복은 그 외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바랬던 
것과 같은 모두는 일제히 달아났다,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도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과 진리에 한 천적인 
애착도, 영적인 애착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5:2, 예레미야 31:14, 시편 63:5, 36:8, 
이사야 25:6, 시편 92:14,15, 에스겔 39:19, 시편 20:3, 출애
굽기 29:13,22, 레위기 1:8, 3:3-16, 48-35, 7:3,4,30,31, 
17:6, 민수기 18:17,18.
15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이런 것들의 상인들은 그녀의 고통
이 무서워 멀찍이 서서 슬피울며 통곡할 것이다”란 천국의 환
희와 이것을 다각도로 분배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이득을 챙겨
왔던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앞서 가지는 두려움과 통곡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6 그리고 말하기를, 슬픔이, 슬픔이 있다, 이 큰 도성아, (너
는) 고운 모시와 자줏빛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고, 그리고 
금으로 수놓고, 귀한 돌, 그리고 진주들로 (치장했다); 그런데 
한 시간에 이렇게도 큰 재물이 황폐해졌다. 
 “그리고 말하기를, 슬픔 있다, 슬픔 있다, 이 큰 도성아, (너
는) 고운 모시와 자줏빛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고, 그리고 
금으로 수놓고, 귀한 돌, 그리고 진주들로 (치장했다); 그런데 
한시간에 이렇게도 큰 재물이 황폐해졌다”란 자기들의 단함
과 짭짤한 수입이 이렇게 삽시간에 확실히 무너진데 따른 엄청
난 그들의 통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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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리고 모든 키잡이(pilot)와 
배들에 고용된 모든 이,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자들이 멀찍이 떨어져 섰다, 

18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불태우
는 연기를 보았을 때 외쳤다, 말
하기를, 어느 도성이 이 큰 도성
과 비슷할 수 있는가? 
19 그리고 그들은 먼지를 자기들 
머리에 뿌렸다, 그리고 외쳤다, 
슬피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
픔이, 슬픔이 있다, 이 큰 도성아, 
바다에서 배들을 가졌던 모든 자
들은 그녀의 호화로움 때문에 부
자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 시간
에 그들은 황폐되었다. 

20 그녀로 해서 기뻐하라, 오 천
국이여, 그리고 네 거룩한 사도들
과 예언자들아; 그 이유가 하느님
께서 그녀 위에 너의 심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21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
돌 같은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
고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말하기
를 이렇게 사정봐줌 없이 이 큰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5,26,29,37,41-43.
17 “그리고 모든 키잡이(pilot)와 배들에 고용된 모든 이, 그리
고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많은 자들”이란 평신도라 
불리는 이들, 평신도 보다는 좀더 위세를 떨치던 이들, 뿐만 아
니라 그보다는 덜 위세를 누린 자들, 일반인 측에 속한 이들까
지도 그들 모두는 이 종교의 설득력이라는 힘에 집착되었고 그
것을 사랑하고 키스까지도 서슴치 않았고, 심정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3:14,16, 에스겔 27:28-30.
18 “멀찍이 떨어져 섰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붙태우는 연기
를 보았을 때 외쳤다, 말하기를, 어느 도성이 이 큰 도성과 비
슷할 수 있는가?”란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자
부해왔던 그들 종교의 설득력이 정죄 당하여 자기들 생각과 너
무 달라진데 따른 큰 통곡을 의미한다. 
19 “그리고 그들은 먼지를 자기들 머리에 뿌렸다, 그리고 외쳤
다, 슬피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픔 있다, 슬픔 있다, 이 
큰 도성아”란 그렇게도 위세를 떨치던 종교적 설득이 한 순간
에 모두가 파괴되어 애통함이 있는 그들의 내면과 외면의 슬픔
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27:30, 예레미야 애가 2:10, 욥기 2:12, 이
사야 47:1.
 “바다에서 배들을 가졌던 모든 자들은 그녀의 호화로움 때문
에 부자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 시간에 그들은 황폐되었다”
란 종교적 설득 속의 거룩한 것들을 빌미(미끼)로 하자, (죄사
함을) 매입하기를 기꺼이 원했던 이들 모두는 그들이 주는 죄
사함(absolve)을 받았는 바, 이들은 세상적, 일시적 재물을 위
해 천국적, 영원한 재물을 받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3:13-16, 예레미야 31:20, 예레미야 애
가 4:20.
20 “그녀로 해서 기뻐하라, 오 천국이여, 그리고 네 거룩한 사
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녀 위에 너의 심
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란 말씀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천국의 천사들은 이 종교의 설득 속
의 악들과 거짓들 안에 있는 이들이 제거되고 거절됨에 심정에
서 기뻐 환호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21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말하기를 이렇게 사정봐줌 없이 
이 큰 도성 바빌론은 내던져졌다, 그리고 더 이상 발견되지 않
을 것이다”란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있는 주님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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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바빌론은 내던져졌다, 그리
고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
다. 

22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 그리
고 음악가들, 그리고 피리부는 사
람들, 그리고 나팔부는 사람들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공예품을 다루는 어
떤 장인도 더 이상 너에게서 발
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맷돌
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
지 않을 것이다; 

23 그리고 등불의 빛이 더 이상 
너를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의 상인들은 땅의 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네 
마법을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이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유입을 수단으로 이 종교의 설득은 이 종교가 말씀 속의 진리
에 섞어 놓은 것들과 함께 지옥 안으로 곤두박질쳐 내던져질 
것이고, 더 이상 천사들에게 나타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8:6, 예레미야 51:63,64.
22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 그리고 음악가들, 그리고 피리부는 
사람들, 나팔부는 사람들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지 않
을 것이다”란 천적인 선과 진리에 한 어떤 애착도 그들과 더
불어서는 있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공예품을 다루는 어떤 장인도 더 이상 너에게서 발견되지 않
을 것이다”란 교리로부터,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른 삶으로부터 
이 종교적 설득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자신들로부터 가진 
만큼 영적 진리에 한 생각도, 이해함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출애굽기 31:3, 36:1,2, 36:8, 26:1, 26:31, 35:35, 
28:6, 39:8, 28:11, 호세아 13:2, 이사야 40:19,20, 예레미야 
10:3,9, 신명기 27:15.
 “그리고 맷돌의 음성이 더 이상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란 
종교적 설득에서 비롯된 교리와 그 삶을 영위하는 이들과 더불
어서는 영적 진리를 찾아보려는 것도, 탐구도, 확증함도 전혀 없
다, 그 이유는 받고 확증하여 이식된 상태이기에 그쪽 편이 되
어버렸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4:40,41, 예레미야 25:10, 신명기 24:6, 
예레미야 애가 5:13, 이사야 47:1-3.
23 “그리고 등불의 빛이 더 이상 너를 비추지 않을 것이다”란 
교리로부터 그리고 삶으로부터 이 종교적 설득 안에 들어와 있
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계발됨이 없다, 따라서 영적 진리에 

한 지각도 없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12, 3:19,21, 12:35,36,46, 9:5, 누
가복음 2:30-32, 마태복음 4:16, 이사야 9;2, 49:6, 계시록 
21:23, 22:5.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음성이 더 이상 네게 들리지 않을 것
이다”란 교리와 그에 따른 삶으로부터 이 종교적 설득 안에 있
는 자들은 교회를 만드는 것인 선과 진리에 한 결합이 없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3:29, 마태복음 9:15, 마가복음 2:19, 
20, 누가복음 5:34,35, 계시록 21:9,10, 19:7,9, 마태복음 
25:1,2, 이사야 62:5, 61:10, 예레미야 33:10,11, 요엘 2:16, 
예레미야 7:34, 16:9, 25:10,11, 마태복음 16:18,19, 16:16,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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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리고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
과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땅 위
에서 죽임을 당했던 모든 이들의 
피가 발견되어졌다.

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그 이유가 그들의 상인들은 땅의 큰 자들이기 때문이다”란 그
들의 성직자 계급에서 고위층도 이와 같다, 즉 성직자 서열의 
규례상 고위층에게는 다각도로 임의적인 권리들이 남아 있기 때
문에 그들은 소득과 이익을 만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다니엘 7:25.
 “그 이유가 네 마법을 수단으로 모든 나라들이 유혹되었기 때
문이다”란 그들의 사악한 미술(art)들과 문장(device)들을 수
단으로 그들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부터 산 사
람, 죽은 사람, 우상들에 한 예배인 모독된 예배로 이끌어들
인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7:12-15.
24 “그리고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과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던 모든 이들의 피가 발견되어졌다”란 “도
성 바빌론”으로 의미되는 종교적 설득으로부터 말씀의 진리 모
두와 그 각각, 이로부터 교회의 진리 모두와 각각에는 섞음질
과 모독함이 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전체 기독교계로 퍼져나
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51:49,52, 이사야 14:20, 계시록 17:18.

영적 의미의 요약
로마 카톨릭 종교의 종교적 설득에 관하여 계속되고 있다. 말
씀 속의 진리들에 섞음질하고 왜곡함, 이로부터 교회 속의 진
리들에도 섞음질하고 왜곡함 때문에 그 종교는 망할 것이다 
(1-8절). 그 교회 조직의 서열로 볼 때 가장 높은 것에 관하
여, 그 품질이 어떠한지 (9,10절). 그 서열에서 가장 낮은 것
에 관하여 (11-16절). 이 종교에 순종하고 있는 평신도와 일
반인들에 관하여 (17-19절). 그것들이 제거되기에 있게 되는 
천사들의 환희(joy) (20절). 이 종교가 영계에서 파멸됨에 관
하여, 그 이유가 그것은 진리를 인정함도, 진리에 관해 문의함
도, 진리에 따른 계발됨도, 진리를 영접함도 모두 없는 바, 그
로부터 교회를 만드는 것인 진리와 선의 결합도 없기 때문이다 
(21-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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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이 일 후에 나는 천국에서 큰 
군중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과 존경과 권능이 주 우리의 하
느님께 있다: 

2 그 이유가 진실과 정의가 그분
의 심판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
가 그분은 온 땅을 그녀의 매춘
짓으로 썩게 한 큰 매춘부를 심
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은 그녀의 손에 그분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말했
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연
기가 세세토록 올라 갈 것이다. 
4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과 네 
동물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왕좌 
위에 앉으신 하느님을 경배하였
다,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5 그리고 음성이 왕좌로부터 나
왔다, 말하기를, 우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라, 모든 너희 그분의 종들
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
희 큰 자와 작은 자들이여. 

19
각 절의 영적 의미

1 “이 일 후에 나는 천국에서 큰 군중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
었다, 말하기를, 할렐루야” 란 바빌론 사람들이 제거되었기 때
문에 보다 낮은 천국들의 천사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축하드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104:35, 106:48, 11518, 150:6.
 “구원과 영광과 존경과 권능이 주 우리의 하느님께 있다”란 이
제는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받음이 있기 때
문이다를 의미한다.
2 “그 이유가 진실과 정의가 그분의 심판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그분은 온 땅을 그녀의 매춘짓으로 썩게 한 큰 매춘부
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란 모독을 일삼은 바빌로니아의 종교
적 설득들이 정의로 정죄되었기 때문이다, 이 설득은 말씀에 
육욕을 섞는 방식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했었다를 의미
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의 손에 그분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
문이다”란 피해 당하고 폭력을 받았던 것에 한 응보가 주님
을 예배하는 자들의 혼들에 제공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4, 348, 35:4, 누가복음 21:22, 이사야 
61:1,2,  이사야 47:3, 예레미야 51:11,36, 신명기 32:43.
3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말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갈 것이다”란 이런 불경한 종교의 설득
이 영원히 정죄되어짐에 따른 환희로부터 주님께 감사하고 축
하드림을 의미한다.
4 “그리고 스물 넷 원로들과 네 동물들은 엎드렸다, 그리고 왕
좌 위에 앉으신 하느님을 경배하였다,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
야”란 보다 높은 천국들의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우주의 심판
자로서, 천국과 땅의 하느님으로서 경배되고, 보다 낮은 천국들
의 천사들에 의해 있는 주님께 한 감사와 고백과 축하드림을 
확인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7:17, 마태복음 25:31.
5 “그리고 음성이 왕좌로부터 나왔다, 말하기를, 우리의 하느님
을 찬양하라, 모든 너희 그분의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
하는 자들이여”란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천국 안으로 있음, 그
러므로해서 믿음 속의 진리 안에, 사랑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은 천국의 유일한 하느님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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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나는 큰 군중의 음성 
같은 소리, 그리고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그리고 단한 우뢰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 말하기
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주 하느
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기 때
문이다. 
7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라; 그 이유
가 어린 양의 결혼이 다가 오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
기 때문이다. 

8 그리고 그녀가 깨끗하고 빛나
는 고운 모시옷을 입도록 그녀에
게 주어졌다; 그 이유가 고운 모
시옷은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로
운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9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쓰
거라, 어린 양의 결혼 저녁 식사
에 불리운 그들은 행복하다. 그리
고 그는 말했다, 이것들은 하느님
의 참된 말들이다. 

사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누가복음 2:13,20, 19:37, 24:53, 예레미야 31:7, 
시편 148:1-5,7,13,14, 마태복음 21:16, 누가복음 18:43.
 “큰 (자)와 작은 (자들이여)”이란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에
서 믿음 속의 진리와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6 “그리고 나는 큰 군중의 음성 같은 소리, 그리고 많은 물들
의 음성 같고, 그리고 단한 우뢰의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
하시기 때문이다”란 장차 오는 교회는 주님만에 의해 다스려진
다 하여 가장 낮은 천국의 천사들, 중간 천국의 천사들,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이 기뻐함(joy)을 의미한다.
7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라; 그 이
유가 어린 양의 결혼이 다가 오기 때문이다”란 혼과 심정의 기
쁨, 그리고 그로부터 있는 주님의 영광되심, 더 나아가 그분과 
교회의 완전한 결혼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9:15, 마가복음 2:19, 마태복음 22:1-14, 
25:1-12, 25:13, 누가복음 12:35,36.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란 새예루살렘이
라는  교회 속에 있을 이들이 함께 모여지고, 시작하고 가르침
도 받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2, 9,10.
8 그리고 그녀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모시옷을 입도록 그녀
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란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진짜이고 순수
한 진리들 안에서 주님에 의해 가르쳐진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6:10,13, 27:7, 계시록 19:14, 창세기 
41:42, 계시록 18:12,16, 출애굽기 28:39, 39:27, 26:1, 36:8, 
27:9,18, 38:9.
 “그 이유가 고운 모시옷은 거룩한 사람들의 정의로운 행위들
이기 때문이다”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은 생활로부터 선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9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기록하거라, 어린 양의 결혼 저
녁 식사에 불리운 그들은 행복하다”란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요
한에게 파견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땅 위에서도 알도록 주어졌
다는 것, 이 교회 속에 있는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영원
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것들은 하느님의 참된 말들이다”란 이
것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믿어져야만 할 것이다를 의미한



요한계시록 19- 616 -

10 그리고 나는 그를 경배하기 
위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아
라, 나는 너의 동료 종들이다, 그
리고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가진 
네 형제이다; 하느님을 경배하라: 
그 이유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나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흰말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그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웠다; 
그리고 정의로 그분은 심판을 하
시고 전쟁을 치루신다. 

12 그리고 그분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다; 이름이 쓰
여 있는데, 그분 자신 외에는 아
무도 알지 못했다. 

13 그리고 그분은 피에 담근 옷
으로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분
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
리운다. 
14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군 들이 

다.
10 “그리고 나는 그를 경배하기 위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을 보아라, 나는 너의 동료 종들이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증거
를 가진 네 형제이다; 하느님을 경배하라”란 천국의 천사들은 
숭배받아져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원해도 안된다, 
그 이유가 그들 안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와 형제 사이 같은 수준에서 인간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그들과 연결 맺고 있는 가운데 주님만이 숭배되어져
야 한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란 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다, 이와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말씀 속의 모든 것, 거기로부터 있
는 교리 속의 모든 것이다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5:26, 16:13,15.
11 “그리고 나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흰말이었다”란 말씀의 영적 의미가 주님에 의해 계시됨
(밝히 알리심), 그러므로해서 말씀을 내면적으로 이해함, 이것
이 주님의 오심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7:5, 24:30, 26:64, 마가복음 14:61,62, 
누가복음 9:34,35, 2:27, 계시록 1:7, 사도행전 1:9,11.
 "그리고 그것 위에 앉은 그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웠다; 그리
고 정의로 그분은 심판을 하시고 전쟁을 치루신다" 란 말씀에 
관한 주님, 이것은 신성한 선 자체와 신성한 진리 자체이다, 이 
둘로부터 주님은 심판을 집행하신다를 의미한다. 
12 “그리고 그분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았다”란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다”란 그분으로부터 
있는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란 영적 의미와 천적 의미로 있는 말씀의 품질이 무엇인지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은 이것을 밝
히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그리고 그분은 피에 담근 옷으로 입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운다”란 최말단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또는 글자로 있는 말씀, 이것에 폭력이 가해져 
왔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3:1,2,3.
14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군 들이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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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
들 을 타고 그분을 뒤따랐다. 

15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날
카로운 검이 나왔다, 그것 가지고 
그분은 나라들을 세게 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쇠막 로 돌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느님의 성나심과 격노하심의 
포도주의 포도즙틀을 밟으신다. 

16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옷에, 
그리고 그분의 허벅지에 왕들 중
의 왕이고 주들 중의 주라고 쓰
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다. 

17 그리고 나는 태양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 천국의 한 가
운데에서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
게 말하기를, 와라, 그리고 네 자
신들을 큰 하느님의 저녁 식사로 
모으라 
18 그리하여 너희는 왕들의 살, 
그리고 수천의 장군들의 살, 그리
고 용사의 살, 그리고 말들의 살, 
그리고 그것 위에 앉으려 하는 
그들의 살, 그리고 자유인과 억류
된 자, 그들이 큰 자이든 작은 자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랐다”란 새 기독인의 천국에 있는 
천사들, 그들은 말씀을 내면적으로 이해하여 주님과 결합되었
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수하고 진짜의 진리들 안에 있다를 의
미한다.
15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검이 나왔다”란 말씀
으로부터의 교리를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거짓들이 흐트려짐을 
의미한다.
 “그것 가지고 그분은 나라들을 세게 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쇠막 로 돌볼 것이다”란 그분은 죽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씀의 글자의 의미 속의 진리들을 가지고, 그리
고 합리적인 것들을 수단으로 확신시킬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야고보 1:22 이하, 로마서 2:13.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느님의 성나심과 격노하심의 포도주
의 포도즙틀을 밟으신다”란 주님 홀로 교회의 모든 악들, 그리
고 말씀에 가해진 모든 폭력, 고로 그분 자신에게 가해졌던 불
법을 참아내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3:4-10, 이사야 63:2,3.
16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옷에, 그리고 그분의 허벅지에 왕들 
중의 왕이고 주들 중의 주라고 쓰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다” 
란 주님은 말 씀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은 신
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진리이시고,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선이시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은 우주의 하느님이시다
를 가르치시고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7:14, 이사야 11:5, 에스겔 126-28, 다
니엘 10:6.
17 “그리고 나는 태양에 서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큰 음성으로 소리쳤다, 천국의 한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라, 그리고 네 자신들을 큰 하느님의 저
녁 식사로 모으라”란 주님께서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신성한 열정으로부터 진리에 영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고, 천국
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모두를 새교회로, 그분 자신과 결합하
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부르시고 모으
신다를 의미한다. 
18 “그리하여 너희는 왕들의 살, 그리고 수천의 장군들의 살, 
그리고 용사의 살, 그리고 말들의 살, 그리고 그것 위에 앉으려 
하는 그들의 살, 그리고 자유인과 억류된 자, 그들이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모두의 살을 먹어라”란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들을 
여러 의미와 수준, 종류에서 있는 말씀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자기 것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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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모두의 살을 먹어라. 

19 그리고 나는 그분과 그분의 
군 와 전쟁을 치루려고 함께 모
인 짐승,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그
들의 군 들을 보았다. 

20 그리고 짐승은 잡혔다, 그리
고 그와 더불어 거짓 예언자도 
잡혔다, 이들은 그 앞에서 기적을 
실시했었다, 이 기적 가지고 그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의 형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꾀어냈다: 이 둘
은 산채로 황이 타오르는 불의 
호수에 내던져졌다. 

21 그리고 나머지는 말 위에 앉
으신 그분의 검에 의해 죽여졌다, 
이 검은 그분의 입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모든 새들은 그들
의 살을 물릴 정도로 먹었다.

게 함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9:17-21, 11:19, 36:26, 시편 63:1, 
84:2, 16:9, 이사야 58:7.
19 “그리고 나는 그분과 그분의 군 와 전쟁을 치루려고 함께 
모인 짐승,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 들을 보았다”란 내
면적 악인 믿음 만으로 구원됨을 고백하고 그것에 따른 생활로 
그 교리를 굳힌 모든 자들,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
리고 주님의 새교회 속에 있을 이들에 침투할 것이다를 의미한
다.
20 “그리고 짐승은 잡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짓 예언자도 
잡혔다, 이들은 그 앞에서 기적을 실시했었다, 이 기적 가지고 
그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의 형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꼬여
냈다”란 믿음만을 고백했던 모든 자들, 목사나 학식있는 자나, 
뿐만 아니라 평신도나, 일반인이나 그들 모두의 것은 내면적으
로 악이었다, 그들은 믿음 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는 것
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추론하고 선서하게 하고 증언해 는 
식을 동원하여 타인들이 이 신앙을 받아 그에 따라 살도록 유
인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3:12-17.
 “이 둘은 산채로 황이 타오르는 불의 호수에 내던져졌다”란 
이 모든 이들은 과거 그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은 지옥으로 내
던져졌다, 이곳은 거짓을 사랑함과 악의 욕망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0:10, 이사야 35:6,7, 41:18, 시편 
107:33,35, 이사야 42:15, 시편 114:7,8, 이사야 19:10, 
14:22,23, 계시록 20:14, 20:15, 21:8.
21 “그리고 나머지는 말 위에 앉으신 그분의 검에 의해 죽여졌
다, 이 검은 그분의 입에서 밖으로 나갔다”란 개혁 교회 사이
에 있는 다양한 교회 집단들(heresies) 모두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계명들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 계명들을 알았
었는 바, 그 말씀이 그들을 판결했다, 그리고 그들은 멸해졌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새들은 그들의 살을 물릴 정도로 먹었다”란 이
들의 자기 자신인 악의 욕망으로부터 지옥의 악귀는 자양분을 
섭취했다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의 요약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영광되심, 그 이유는 로마 카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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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그리고 나는 끝없이 깊은 구렁
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다. 
2 그리고 그는 악마와 사탄인 늙
은 뱀, 용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를 천년동안 결박했다; 

3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
던졌다, 그리고 잠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인봉했다, 그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꾀지 못하게 하려해서였다; 그리
고 이후 그는 잠간 풀려나야만 
한다. 

4 그리고 나는 왕좌들을 보았다, 

릭 종교의 설득들(persuasions)이 영계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므로해서 그들은 빛 안으로 그리고 그들의 행복 안으
로 들어오게 되었다 (1-5절).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있는 새 교회에 관한 것을 통고함 (6-10절). 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영적 의미를 여심 (11-16절). 이 여심
에 모든 자들을 부르심 (17,18절).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한 저항이 있음 (19절). 그들이 제거되어 지옥
에 떨어짐 (20,21절).

20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
에 가지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다”란 그분의 여
시고 닫으시고 묶으시고 풀어 주시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부터 보다 낮은 것들 안으로 있어지는 주님의 신성한 역사
(operation)를 의미한다.
2 “그리고 그는 악마와 사탄인 늙은 뱀, 용을 붙잡았다”란 용
으로 의미된 자들은 제지되어졌다, 그 이유는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늙은 뱀”이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들은 생활 측면에서 악 안에 
있기 때문에 악마라 불리운다, 그리고 그들은 교리 측면에서 
거짓들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 불리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를 천년동안 결박했다”란 여기서 용에 의해 의미된 
그들은 영들의 세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져 한
동안 그들과 소통하지 않도록 퇴출되어졌다를 의미한다.
3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내던졌다, 그리고 잠궜다, 그리
고 그 위에서 인봉했다, 그가 더 이상 나라들을 꾀지 못하게 
하려해서였다”란 주님께서는 믿음만에 있는 이들을 깡그리 제
거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소통을 
거두시어, 그들이 자기들 이교 속의 어떤 것을 이제 천국 안으
로 들어오게 허락되어질 사람들 안으로 불어 넣지 못하도록 해
두셨다를 의미한다.
 “천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후 그는 잠간 풀려나야만 한다”
란 이는 아주 잠깐 동안, 또는 짧은 시간, 즉 선으로부터 진리
들 안에 있는 이들이 주님에 의해 천국 안으로 들려질 때까지 
이다, 이후 “용”으로 의미된 이들이 잠간 풀려나지고, 그들과 나
머지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열린다를 의미한다.
4 “그리고 나는 왕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 위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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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이 그것 위에 앉았다,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
다, 그리고 그들의 혼들은 예수를 
증거했기에, 하느님의 말씀 때문
에 목이 잘리웠었다, 그리고 짐승
과 그것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았
고, 그들의 이마 위에, 그리고 그
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
들이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
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통치 했다. 

5 그리고 죽은 자의 나머지는 천
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않았
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6 첫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거룩
하고 행복하다; 이들에게 둘째 사
망은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
나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성직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 통치할 것이
다. 

았다,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란 모든 이들을 심판
하는 근거인 말씀 속의 진리들이 열려졌다, 그리고 그당시 그
들은 보다 낮은 땅으로부터 들리워졌다, 이들은 주님에 의해 
숨겨져 있어 왔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용과 그것의 짐승들에 
의한 꾀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때문이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혼들은 예수를 증거했기에, 하느님의 말씀 때
문에 목이 잘리웠었다”란 이들은 자기 총명으로부터의 거짓들
에 있었던 자들로부터 거절당해왔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주님
을 예배했었고,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들에 따라 살았기 때문
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2, 12:11, 12:17, 19:10, 예레미야 
46:22, 시편 74:5-7, 신명기 20:19, 출애굽기 20:25, 신명기 
27:5, 열왕기상 6:7, 이사야 44:12.
 “그리고 짐승과 그것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 
위에, 그리고 그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란 믿
음만이라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이들
을 의미한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통치했다”란 주
님과 결합되고 그분의 왕국에 얼마 동안 이미 있었었던 이들을 
의미한다.
5 “그리고 죽은 자의 나머지는 천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않
았다”란 이들 외에, 용이 풀려진 후까지, 그리고 자기들의 품질이 
조사되고 검증되어질 때까지 천국으로 들리워졌던 이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진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란 구원과 생명의 영원함은 주님을 예
배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계명들에 따라 사는데에 근본적
으로 존재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25,26.
6 “첫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거룩하고 행복하다”란 천국 안으
로 오는 이들은 주님과의 결합을 수단으로 계발되고 더없는 행
복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이들에게 둘째 사망은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란 그들은 지옥
에 떨어질 일이 없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성직자들일 것이다”란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에 의해 사랑의 선 안에, 지혜의 진리들 
안에 간직되었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년동안 그분과 더불어 통치할 것이다”란 그들은 자
기들 외의 부활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천국의 생명을 아직
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어서 영들의 세계에 있는 동안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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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은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8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들, 즉 
곡과 마곡을 꾀어서 그들을 함께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나갈 것이
다; 이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 
같다. 

9 그리고 그들은 땅의 폭
(breadth)에서 올라 갔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진영과 사랑되
어진 도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불
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
서 밖으로 내려왔고 그들을 태웠
다. 

10 그리고 그들을 꾀었던 악마는 
불과 황의 호수에 내던져졌다, 거
기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
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
하고 있을 것이다. 
11 그리고 나는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다, 
이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천국은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

이미 천국 안에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6, 5:10.
7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은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
다”란 주님께서 보다 낮은 땅에 숨겨 놓고 보호했던 이들이 천
국 안으로 들어와 새 천국이 불어난 후, 거짓들로 자신들의 믿
음을 확증했던 이들이 풀려 난다를 의미한다.
8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들, 즉 곡과 마곡을 꾀어서 그들을 
함께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나갈 것이다”란 여기서 용으로 의
미된 자들은 이들의 전체 세계에서 땅들로부터 있던 그들의 모
든 일당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도 외적인 
자연적 예배만을 고집할 뿐 내적인 영적 예배는 아랑곳하지 않
는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서 명령한 바에 따라 사
는 이들과 맞서려고 그들 일당들을 충동질한다를 의미한다.
 “이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 같다”란 이와같은 군중을 의미한
다.
9 “그리고 그들은 땅의 폭(breadth)에서 올라 갔다, 그리고 거
룩한 사람들의 진영과 사랑되어진 도성을 에워쌌다”란 용의 원
리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 속의 모든 진리
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새교회의 모든 것들, 심지어 주님에 관
한 교리, 생활에 관한 교리 조차도 파괴하려 무척 애를 썼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시편 31:8, 118:5, 18:19, 하박국 1:6, 이사야 
8:8, 호세아 4:16, 계시록 21:16, 스가랴 2:2, 에스겔 40-47
장, 요엘 2:10,11, 스가랴 9:8, 시편 53:5, 34:7, 창세기 32:2, 
누가복음 21:20,24.
 “그리고 불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내려왔고 
그들을 태웠다”란 그들은 지옥의 사랑의 욕망들로 해서 파멸되
고 말았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38:22, 39:6.
10 “그리고 그들을 꾀었던 악마는 불과 황의 호수에 내던져졌
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
낮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란 생활에서 악 안에 있는 자들, 
교리에서 거짓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내던져졌다를 의미한
다.
11 “그리고 나는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
다, 이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천국은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것들
을 위한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란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선에 
있었으나 영적인 선에는 있지 않았던 이들, 그러므로 외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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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1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작고 큰 죽은 자를 보았다; 
그리고 책들이 열려져 있었다, 그
리고 또다른 책이 열려져 있었다. 
이 책은 생명의 책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들의 일들에 따라, 
책들 안에 씌여 왔던 것들으로부
터 심판되어졌다. 

13 그리고 바다가 그것 안에 있
었던 죽은 자를 내놓았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었
던 죽은 자를 내놓았다; 그리고 
모든 이 각각은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되어졌다. 

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은 불의 
호수 안으로 내던져졌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15 그리고 만일 누구가 생명의 
책 안에 씌어짐이 발견되지 않는
다면, 그는 불의 호수 안으로 내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했겠지만 내면
적으로는 악마들인 자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이전의 모든 천국
들에 한 보편적 심판이 주님에 의해 집행되었다, 이 천국들
은 그들의 땅들과 함께 깡그리 사라져 더 이상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1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있는 작고 큰 죽은 자를 보았
다”란 땅으로부터 죽었던 모든 이들, 그들의 조건이나 품질이 
무엇이든 지금 영들의 세계 안에 있는데, 그들은 주님에 의한 
심판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있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책들이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려져 
있었다. 이 책은 생명의 책이다”란 그들 모두의 마음들의 내면
들이 열려 놓여졌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빛과 열이 유입됨으
로해서 그들의 품질은 사랑 또는 의지 속의 애착들에 관하여, 
이로부터 믿음 또는 이해함 속에 있는 생각들에 관하여 악한 
자 뿐만 아니라 선한 자까지 포함하여 모두의 것이 보여지고 
지각되어진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들의 일들에 따라, 책들 안에 쓰여 왔던 
것들로부터 심판되어졌다”란 모든 이는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내부의 생명에 의거 심판되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로마서 2:5,6, 고린도후 5:10.
13 “그리고 바다가 그것 안에 있었던 죽은 자를 내놓았다”란 
교회 속의 외적이고 자연적 인간이 심판에 불려졌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었던 죽은 자를 내놓았
다”란 심정이 사악했던 교회 속의 사람들, 그 자체로 악마요 
사탄들인 바, 심판에 불려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6:8.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들에 따라 모든 이 각각이 심판되어
졌다”란 앞절의 의미와 같다.
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은 불의 호수 안으로 내던져졌다”란 심
정이 사악한 자, 즉 그 자체로 악마와 사탄들인데, 외형상으로
는 교인들인 것같이 보여지는 이들이 악을 사랑하고, 이로부터 
이 악에 일치하는 거짓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지옥으로 내던
져졌다를 의미한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란 이들과 더불어 있는 지옥에 떨
어짐 그자체를 의미한다.
15 “그리고 만일 누구가 생명의 책 안에 씌어짐이 발견되지 않
는다면, 그는 불의 호수 안으로 내던져졌다”란 말씀에 있는 주님
의 명령들에 따라 살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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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졌다.

21

1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을 보았다, 그 이유가 이전의 하
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
이다;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있
지 않았다. 

2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마치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
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것을 
보았다. 

죄되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2:47,48, 3:36.

영적 의미의 요약
 “용”으로 의미된 이들의 제거에 관하여 (1-3절), 그리고 그당
시 보다 낮은 땅으로부터 악을 죄로 여겨 금했고 주님을 예배
했던 이들의 승강에 관하여 (4-6절). 종교에 관련된 것이 아
무것도 없는 예배를 드려왔던 이들에게 있는 심판 (7-9절). 
용이 지옥에 떨어짐 (10절). 나머지들에게 있는 보편적 심판 
(11-15절).

21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란 새 하늘은 주님
에 의해 기독교인들로부터 형성된 천국, 오늘날 이 천국은 기
독인의 천국이라 불리운다, 거기에는 주님을 예배했고 말씀에 
있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러므로 선행과 믿
음을 (동시에) 지녔던 이들이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새 
땅’이라 말해진다). 또한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로부터의 모든 
유아들도 있다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란 
주님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천국들, 즉 기독교 세계로부터 
영계 안으로 왔던 이들에 의해 형성된 천국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두 사라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0:11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란 교회가 처음 설립된 
이래 기독인들로부터 수집되어왔던 천국들의 외적인 것들이 주
님의 생명의 책에 씌어진 이들이 들리어 구원된 후 앞 절과 같
은 방식으로 사라졌다를 의미한다.
2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란 이전 교회의 끝
에서 주님에 의해 설립되어지는 새 교회, 이 교회는 교리와 생
활 측면에 관한 신성한 진리들에서 새 천국과 연합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21-4,11,12, 65:17-19,25, 52:1,2,6,9, 
스바냐 3:14,15,17,20, 이사야 44:24,26, 다니엘 9:25, 스가랴 
8:3,20-,23, 요엘 417,18,20, 이사야 4:2,3, 미가 4:1,2,8, 예



요한계시록 21- 624 -

3 그리고 나는 천국의 안에서 밖
으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말하기를, 잘 보아라, 하느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
고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거주하
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 자신이 그들의 하느님으로 그
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4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눈들
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
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슬퍼함도, 외쳐댐도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수고
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는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다. 

5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하셨다, 잘 보아라, 나는 모든 
것을 새로이 만든다. 그리고 그분
은 나에게 말했다, 적어라; 그 이
유가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6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하셨
다, 다 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
가, 시작과 끝이다. 나는 목말라 
하는 그에게 무료로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줄 것이다. 

레미야 3:17, 이사야 33:20
 “마치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되었
다”란 이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합쳐졌다를 의미한다.
3 “그리고 나는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
다, 말하기를, 잘 보아라, 하느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
다”란 이제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사람들
과 더불어 현존하실 것이다는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말하시고 선포하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거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은 그분의 백성들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들의 
하느님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란 주님과의 결합의 본성
은 그들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5:4,5, 14:20, 6:56, 17:19,21,22,26.
4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눈들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
이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슬퍼함도, 외
쳐댐도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수고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란 주님께서는 그들
로부터 마음 속의 모든 슬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
려움, 지옥으로부터의 악들과 거짓들에 한 두려움, 이것들로 
겪는 시험에 한 걱정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의 원인
이었던 용이 내던져졌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5:16,19, 예레미야 14:2, 이사야 5:7, 예
레미야 25:36, 스바냐 1:10,13.
5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하셨다, 잘 보아라, 나는 모
든 것을 새로이 만든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했다, 적어라; 
그 이유가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란 마지막 심판
이 집행되어진 이후 주님께서는 새 천국과 새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확증하신다를 의미한다.
6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하셨다, 다 되었다”란 이것은 신성
한 진리이다를 의미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란 주님은 천국과 땅의 하
느님이시다, 그리고 천국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그분의 신성한 섭리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7:2, 마태복음 28:18, 요한복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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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
속 받듯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느님일 것이다, 그리
고 그는 나의 아들일 것이다.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 그리고 역겨운 
자,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색
골들, 마술사들, 그리고 우상 숭
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
들은 불과 황이 타고 있는 호수 
안에 자기들의 몫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9 그리고 일곱 마지막 재앙들로 
채워진 일곱 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의 하나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말하
기를,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10 그리고 그는 나를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 위로 운반했다, 그
리고 나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천
국의 안에서 밖으로 내려오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였다, 

11 (이 성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는 목말라하는 그에게 무료로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줄 
것이다”란 진리를 영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진리를 바라는 이
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용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으로부터 주실 것이다를 의미한다.
7 “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 받듯 소유할 것이다; 그리
고 나는 그의 하느님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일 것이
다”란 자신들 안에 있는 악들, 즉 악마를 정복하는 자, 그리고 
바빌론자와 용의 원리주의자에 의해 유혹될 때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 안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살
고, 주님은 그들 안에서 살 것이다를 의미한다.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 그리고 역
겨운 자”란 믿음 없는 이들, 선행 없는 이들, 그리고 그로부터 
갖가지 종류의 악들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7:2-4, 9-11, 마태복음 8:26, 마가복음 
4:39,40, 누가복음 8:25, 49,50, 마가복음 5:36, 누가복음 
12:32.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색골들, 마술사들, 그리고 우상 숭
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란 십계명의 명령들을 아
무 소용 없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계명에서 거론된 악들은 어
떤 것도 죄로서 금하지 않는 자들, 고로 계명들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
 “불과 황이 타고 있는 호수에 관여 할 것이다”란 그들은 거짓
의 사랑과 악의 욕망들인 지옥을 가진다를 의미한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란 지옥에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9 “그리고 일곱 마지막 재앙들로 채워진 일곱 접을 가진 일
곱 천사들 중의 하나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
다, 말하기를,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합쳐질 새 교회에 관하여, 천
국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의 유입과 명명백백
하심이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5:5,6, 17:1.
10 “그리고 그는 나를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 위로 운반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성,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란 요한은 셋째 천국
으로 들리워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시야는 열리고, 요한 앞
에서 도성의 형체에서 교리에 관련한 주님의 새 교회를 명명백
백하게 해주셨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0:2.
11 “(이 성은) 하느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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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빛은 
마치 수정 같이 빛나는 벽옥 같
은 가장 귀한 돌 같았다. 

12 (이 성은 )크고 높은 벽을 가
지고 있고, 열두 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 위에 열두 천사
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쓰였
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의 열두 지파의 것들 이다. 

13 동쪽에 세 문들, 북쪽에 세 
문들, 남쪽에 세 문들, 그리고 서
쪽에 세 문들(이 있다). 

14 그리고 도성의 벽은 열두 기
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
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
름들(이 있다). 

빛은 가장 귀한 돌을 닮았는데, 말하자면 벽옥, 수정 같이 빛을 
내고 있었다”란 이 교회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질 것인
데, 그 이유는 말씀은 말씀의 영적 의미로부터 반투명
(translucent)하기 때문이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14, 계시록 2:23, 마태복음 24:30, 마
가복음 13:26, 마태복음 25:31, 누가복음 9:30,31.
12 “(이 성은 )크고 높은 벽을 가지고 있다”란 글자의 의미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새 교회의 교리가 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2:6, 이사야 60:14,18, 스가랴 2:5, 에스
겔 27:11, 예레미야 5:1,10, 예레미야 애가 2:8,9, 요엘 2:9, 
시편 55:10.
 “열두 문들을 가지고 있다”란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한 모든 지식들을 수단으로 사람은 교회 안으로 입문되어진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11,12, 시편 87:2,3, 시편 100:4, 
122:2,3, 147:12,13, 9:14, 이사야 26:2, 13:2, 계시록 22:14, 
시편 24:7,9, 예레미야 애가 1:4, 예레미야 애가 1:4, 예레미야 
14:2, 예레미야 애가 2:8,9, 이사야 29:21, 사사기 5:8.
 “그리고 문 위에 열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쓰였
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두 지파의 것들이다”란 
천국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들은 곧 교회의 신성한 진리들과 선
들이다, 만일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있는 신성한 선들과 진리
들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지식
들과 감시 아래 있는다를 의미한다.
13 “동쪽에 세 문들, 북쪽에 세 문들, 남쪽에 세 문들, 그리고 
서쪽에 세 문들(이 있다)”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들, 이 안에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지식
을 수단으로 새 교회 안으로의 입문이 결과되어진다, 그리고 이 
지식들은 많든 적든 사랑 안에, 또는 선에 애착을 지닌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많든 적든 지혜 안에, 또는 진리에 애착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있다를 의미한다.
14 “그리고 도성의 벽은 열두 기초를 가지고 있다”란 글자의 의
미에 있는 말씀은 새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
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40:21, 51:16, 82:5, 스가랴 12:1, 예레미
야 애가 4:11, 시편 11:2,3, 미가 6:2, 이사야 24:18-20.
 “그리고 그것들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다)”
란 주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에 따른 생활에 관하
여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 속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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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그는 금빛의 갈 를 가졌는데, 도
성과 그곳의 문들과 벽을 측량하
기 위해서였다. 

16 그리고 도성은 정사각으로 놓
여 있다, 그리고 길이는 넓이와 
같다: 그리고 그가 갈 로 도성을 
쟀더니 일만 이천 스타디아였다; 
그리고 도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
이는 같았다. 

17 그리고 그가 도성의 벽을 쟀
는데, 일백 사십 사 큐빗이었고, 
(이는) 천사에 속하여 있는 사람
의 척량이다. 

18 그리고 도성의 벽의 구조물은 
벽옥이었다, 그리고 도성은 순수
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 

19 그리고 도성의 벽의 기초들은 
모두 각각 귀중한 돌로 장식되어 
있었다. 첫 기초는 벽옥(jasper), 
둘째는 남보석(sapphire), 셋째는 

15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그는 금빛의 갈 를 가졌는
데, 도성과 그곳의 문들과 벽을 측량하기 위해서였다”란 주님
의 새 교회의 품질이 무엇인지, 즉 그 교회의 교리와 입문적인 
진리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 교리들을 있게 한 말씀에 관하여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에 
의해 주어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11:1, 스가랴 2:1,2.
16 “그리고 도성은 정사각으로 놓여 있다”란 이 교회에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6:2.
 “그리고 길이는 넓이와 같다”란 이 교회에서 선과 진리는 마
치 본질과 형체의 관계 같이 하나를 만든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갈 로 도성을 쟀더니 일만 이천 스타디아였다; 
그리고 도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같았다”란 교리로부터 보여
진 이 교회의 품질인 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선으로
부터 있었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22:35-40.
17 “그리고 그가 도성의 벽을 쟀는데, 일백 사십 사 큐빗이었
다”란 말씀의 어떤 품질이 이 교회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 
말씀으로부터 이교회의 모든 진리들과 선들이 있다를 의미한
다.
 “(이는) 천사에 속하여 있는 사람의 척량이다”란 이 교회의 
품질은 천국과 더불어 하나를 만든다를 의미한다.
18 “그리고 도성의 벽의 구조물은 벽옥이었다”란 이 (새)교회
의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말씀의 글자의 의미에 있는 신성한 
모든 진리는 영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부터 투명해 있다
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성은 순수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란 이로부터 이 
교회의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
과 더불어 흐르는 사랑의 선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3:18, 예레미야 애가 4:1,2, 시편 
72:13,15, 이사야 60:17, 에스겔 28:3,4,13, 이사야 60:6,9, 마
태복음 2:11, 학개 2:8,9, 시편 45:9,13, 에스겔 16:13,17, 요
엘 3:5, 다니엘 5:2, 출애굽기 25:11,17,18, 30:3, 25:31,38, 
25:23,24, 다니엘 2:32,33,43.
19. 20.  “그리고 도성의 벽의 기초들은 모두 각각 귀중한 돌
로 장식되어 있었다”란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취해진 새 
예루살렘의 교리 속의 모든 것들은, 이 교리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빛을 발할 것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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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sardonyx), 넷째는 녹보석
(emerald), 
20 다섯째는 홍마노(sardonyx), 
여섯째는 홍보석(sardius), 일곱
째는 황옥(chrysolite), 여덟째는 
녹옥(beryl), 아홉째는 담황옥
(topaz), 열째는 비취옥
(chrysoprasus), 열한째는 청옥
(jacinth), 열두째는 자수정
(amethyst)(이었다). 

21 열두 문들은 열두 진주들이었
다; 각각 하나의 문은 한 개의 진
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
었다. 

22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성전
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 하
느님 전능하신 분이 어린 양과 
그것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23 그리고 도성은 그 안을 비추
이기 위한 태양과 달이 필요 없
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 곳의 등은 어린 양이다. 

24 그리고 구원되는 나라들이 그
것의 빛 안에서 걸을 것이다, 그
리고 땅의 왕들이 그것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이다.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5:14, 요한복음 10:9.
 “첫 기초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
석,(20절)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
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란 종교의 두 기초가 하느님을 사랑하
고 이웃을 사랑함 외에 더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악을 죄로 
여겨 금하여 계명의 명령들에 따라 살아서, 주님께로 직접 가
까이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질
서적으로 있는 이 교리의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4:11,12,13, 28:16,17, 창세기 49:24, 마
태복음 21:42, 마가복음 12:10,11, 누가복음 20:17,18, 마태복
음 16:18,19, 누가복음 647,48, 마태복음 7:24,25.
21 “열두 문들은 열두 진주들이었다; 문들의 각 하나는 한 개
의 진주로부터 있었다”란 주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을 인정함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하나 안으
로 합친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입문하게 한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0:9, 마태복음 13:45,46.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교리 속의 모든 진리는 형체에서 주님으로부
터,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더불어 함께 흘러드는 사랑의 
선이다를 의미한다.
22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어린 양과 그것의 성전이기 때문이다”란 
이 교회에서는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은 하나도 없
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 계시고, 
이 분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분께로만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23 “그리고 도성은 그 안을 비추이기 위한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의 등은 어린 양이다”란 이 교회 속의 사람들은 자
아사랑 안에, 자신들의 총명 안에, 따라서 자연적 빛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만으로부터, 말씀의 신성한 진리로부
터 있는 영적인 빛 안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0:18-21.
24 “그리고 구원되는 나라들이 그것의 빛 안에서 걸을 것이다”
란 생활의 선 안에 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거기서 신성
한 진리들에 따라 살고, 마치 눈이 상물을 보듯, 자신들 안에 
내향적으로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볼 것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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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리고 그 성의 문들은 낮에 
닫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가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안으로 나라
들의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
이다. 

26 그리고 그것 안으로는 불결한 
어떤 것도, 가증함을 행한 것, 거
짓말은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어린 양의 
책에 씌여진 자는 들어 갈 것이
다.

 참조 성서. 예레미야 31:33,34.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것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
이다”란 영적 선으로부터 지혜의 진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은 거기서 주님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모
든 진리와 모든 선이 그분의 덕분이라고 할 것이다를 의미한
다.
 참조 성서. 시편 72:11, 이사야 60:16, 예레미야 25:14, 시편 
110:5,6.
25 “그리고 그 성의 문들은 낮에 닫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란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계속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
으로 받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는 믿음 속에 어떤 거짓도 
없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9:4, 누가복음 17:34.
 “그리고 그들은 그것 안으로 나라들의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이다” 란 입장하는 그들은 자기들과 더불어 주님이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진리와 종교의 모든 선은 그
분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고 있다를 의
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66:12.
26 “그리고 그것 안으로는 불결한 어떤 것도, 가증함을 행한 
것, 거짓말은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란 선들에 섞음질하고 말
씀 속의 진리를 거짓화 되게 한 자들은 누구도 주님의 새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28:15, 예레미야 9:5, 이사야 30:9, 예레미
야 23:32, 스가랴 10:2, 에스겔 13:6-9, 21:29, 나흠 3:1, 예
레미야 23:14, 8:10, 호세아 7:1, 요한복음 8:44.
 “그러나 생명에 관한 어린 양의 책에 씌여진 자는 들어 갈 것
이다.”란 어느 누구도 새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생활해 나간 사람 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영적 의미 요약
 이 장에서는 마지막 심판 이후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취급하
고 있다; 즉 새 천국을 통하여 새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할 것이
다, 이 교회는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1-8절). 이 교회가 주
님과 결합함 (9,10절). 말씀으로부터 있는 총명에 관련되는 이 
교회의 특징 (11절); 그로부터 교리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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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하느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나오는 수
정 같이 빤짝빤짝 빛나는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다. 

2 도성의 길 한가운데에서 흐르
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 열두 과일들을 맺는
데, 그 나무의 과일은 매달 산출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의 잎들
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
다. 

3 그리고 거기에는 저주받은 것
이 없다; 그리고 하느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

(12-21절);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품질에 관련하여 있는 특
징 (22-26절). 

22
각 절의 영적 의미

1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하느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이 맑은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다”란 지금 
계시록이 열렸다. 그리고 이 책의 영적 의미에 관한 것이 설명
되었다, 거기서 풍부히 있는 신성한 진리들이 새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 교회에 있을 이들을 위하여 주님에 의해 밝히 알려
졌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7:38, 4:14, 계시록 21:6, 22:17, 7:17, 
스가랴 14:8,9.
2 “도성의 길 한가운데에서 흐르고, 강의 이 쪽과 저 쪽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 열두 과일들을 맺는다”란 새 교회에서 교
리와 생활에 관한 진리들 중 가장 깊은 진리는, 주님께서는 그
분의 신성한 사랑 안에 계신다 이다. 이분으로부터 외견상 인
간 자신이 스스로 행한듯 여겨지는 모든 선들까지도 흘러 나오
고 있다를 의미한다. ,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21-24, 15:4-6, 마태복음 3:10, 
7:16-20, 12:33, 누가복음 6:43,44, 요한복음 15:2-8, 마태복
음 3:8, 13:23, 요한복음 15:16, 누가복음 13:6-9, 마태복음 
21:33-35,38,41,43.
 “그 나무의 과일은 매달 산출되고 있었다”란 주님께서는 인간
과 함께 있는 진리의 모두 각각의 상태에 따라 그와 더불어 선
들을 생산하신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신명기 33:13,14, 이사야 66:23, 민수기 29:1-6, 
이사야 1:14, 민수기 10:10, 시편 81:3, 출애굽기 12:2, 신명기 
16:1.
 “그리고 나무의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란 인
간이 주님과 더불어 생산한 선들로부터 있는 합리적 진리들을 
수단으로 악에 있는 이들, 이로부터 거짓들에 있는 이들이 철
저하게 생각하도록 인도되고, 또한 철저하게 생각한 결론에 걸
맞게 살도록 인도되어진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47:1,7,12.
3 “그리고 거기에는 저주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하느님과 어
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란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서는 주님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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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4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
이다; 그리고 그들은 등이 필요 
없고 태양의 빛도 필요 없다 그 
이유가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들은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6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진실이다. 그리
고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느님
이 그분의 천사를 속히 행해져야
만 하는 것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셨다. 

리된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거기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있
는 진리들에 있고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은 그분
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4:21-24.
4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
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란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에게
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수단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1:11,12, 시편 27:8, 95:1,2, 42:2,5, 출애
굽기 23:15, 스가랴 8:21,22, 말라기 1:9, 시편 31:16, 4:6, 
89:15, 80:3,7,19, 67:1, 민수기 6:24-26, 시편 31:21, 90:8, 
출애굽기 33:14,15, 예레미야 33:5, 에스겔 7:22, 이사야 59:2, 
예레미야 애가 4:16, 미가 3:4, 시편 30:7, 44:24, 104:29, 신
명기 31:17,18, 예레미야 21:10, 44:11, 에스겔 14:7,8, 에스
겔 15:7, 레위기 17:10, 시편 34:16, 출애굽기 23:20,21, 민수
기 10:35, 계시록 20:11, 출애굽기 33:18-23.
5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등이 필
요 없고 태양의 빛도 필요 없다 그 이유가 주 하느님께서 그들
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란 새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에 관한 
어떤 거짓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
들 자신의 총명인 자연적 빛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자랑으로
부터 일어나는 영광으로부터 있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들은 있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있는 영
적인 빛에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계시록 21:23,25.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란 그들은 주님의 왕
국 안에,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결합하여 있을 것이다를 의미
한다. 
6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진실이다”
란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알런지 모른다, 그 이유는 주님 
자신이 이를 증명했고 말하셨기 때문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룩한 예언자들의 주 하느님이 그분의 천사를 속히 
행해져야만 하는 것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내셨다”
란 양쪽(구,신약) 언약들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있음을 
그분으로부터 있는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셨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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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나는 빠르게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준수하는 자
는 행복하다. 

8 그리고 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었
고 보았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9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한다, 너
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아라; 그 이유가 나는 너의 동
료-종이다, 그리고 네 형제 예언
자들에 속하고 이 책의 말들을 
준수하는 그들에 속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하느님을 경배하라. 

10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인봉하지 
마라, 그 이유가 때가 가까웁기 
때문이다. 
11 부정한 자, 여전히 부정하라; 
그리고 불결한 자, 여전히 불결하
라, 그리고 올바른 자는 여전히 
올바르라; 그리고 거룩한 자, 여
전히 거룩하라. 

7 “그리고 나는 빠르게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준수하는 
자는 행복하다”란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주님에 
의하여 지금 열린 이 책의 교리 속의 가르침 또는 진리들을 간
직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를 의미한
다.
8 “그리고 나 요한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었고 보았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란 요한은 영의 상태에서 유지되도
록 주님에 의해 자신에게 보내졌던 천사는 필시 이런 것들을 
계시한 하느님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로지 이 천사는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에스겔 11:1,24, 3:12,14, 8:3, 1장과 10장, 40장
-48장, 스가랴 1:8, 18, 2:1, 3:1, 4:1, 5:1,6, 6:1, 다니엘 
7:1, 8:1, 9:21.
9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한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아라; 그 이유가 나는 너의 동료-종이다, 그리고 네 형
제 예언자들에 속하고 이 책의 말들을 준수하는 그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경배하라”란 천국의 천사들은 경배
를 받거나 기원하는 상이 되어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그
들에게는 신성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교리 안에 있고, 그것의 명령들을 행
하는 이들과 더불어 형제의 차원에서 인간들과 연계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들과 연계된 상태에서 경배되어져야 
한다를 의미한다. 
10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한다,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인봉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때가 가까웁기 때문이다”란 계시록은 닫
혀있어서는 안되고 열려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끝
에서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가 구원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
다.
11 “부정한 자, 여전히 부정하라; 그리고 불결한 자, 여전히 불
결하라, 그리고 올바른 자는 여전히 올바르라; 그리고 거룩한 
자, 여전히 거룩하라”란 각 개인의 사후의 상태, 그리고 각각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전체적일 경우, 마지막 심판 앞에서 선들
이 악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있
는 이들로부터는 진리들이 거두어질 것이다; 한편, 악들이 선
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들은 진리에 
있는 이들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13:12, 25:29, 마가복음 4:25,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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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고 잘 보아라, 나는 빠르
게 온다; 그리고 내 보상은 각자
의 일이 있어지는 바에 따라 모
든 이 각각에게 주려고 나와 더
불어 있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다. 

14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들
은 행복하다, 그들의 능력은 생명
의 나무에 있을런지 모른다, 그리
고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 갈런지 모른다. 

15 그러나 밖에는 개들, 그리고 
마술가들, 그리고 색골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
이 있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너에게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
려고 보냈었다; 나는 뿌리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빛나는 아침
의 별이다. 

17 그리고 영(the Spirit)과 신부
(the Bride)가 말한다, 오라; 그
리고 듣는 자가 오라 하고 말하
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8:18, 19:26, 다니엘 12:9,10.
12 “그리고 잘 보아라, 나는 빠르게 온다; 그리고 내 보상은 
그의 일이 있을 것에 따라 모든 이 각각에게 주려고 나와 더불
어 있다”란 그분은 모든 이 각각에게 각자의 그분에 한 신앙
과 그분의 명령들에 따른 자신의 생활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행복이고 천국이다를 의미한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다”란 주
님은 천국과 땅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
암아 천국들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섭리에 의해 규율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
져 간다를 의미한다.
14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의 능력은 
생명의 나무에 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 갈런지 모른다”란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살
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가진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랑
을 수단으로 주님 안에,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분에 관한 
지식들을 수단으로 새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
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요한복음 15:5,7, 마태복음 21:21,22.
15 “그러나 밖에는 개들, 그리고 마술가들, 그리고 색골들, 그리
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란 십계명의 가르침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게다가 
십계명에서 거론되는 악들을 죄로 간주하여 금하지 않는 자, 그
러므로 그런 악들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누구도 새 예루살렘 안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이사야 56:10,11, 시편 59:6,14,15, 신명기 23:18.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너에게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증명
하려고 보냈었다”란 주님만이 이 책에서 상술된 것들을 명명백
백하게 하셨다, 뿐만아니라 지금 여셨다는 것은 진실이다고 전
체 기독 세계 앞에서 주님에 의해 증명됨을 의미한다.
 “나는 뿌리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빛나는 아침의 별이다”
란 그분은 세상에서 태어나신 주님 자신이다, 그때 당시 그분
은 빛(Light)이셨다, 그리고 새로운 빛과 더불어 오실 분이시
다, 이 새 빛이 거룩한 예루살렘인 그분의 새 교회 앞에서 서
있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17 “그리고 영(the Spirit)과 신부(the Bride)가 말한다, 오라”
란 천국과 그분의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다를 의미한
다.
 “그리고 듣는 자가 오라 하고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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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자가 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유로이 생명의 물
을 가져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18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때
문에, 만일 누구가 이런 것들에 
더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이 책 안
에 씌어진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19 그리고 만일 누구가 이 예언
의 책의 말들로부터 뺀다면, 하느
님께서는 생명의 책으로부터와 
거룩한 성으로부터의 그의 몫
(part)을 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씌어진 것들. 

20 이것들을 증명하는 그분이 말
하신다, 정녕 나는 빠르게 온다, 
아멘. 그렇다 온다, 주 예수. 

21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리고 목마른 자가 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유로이 
생명의 물을 가져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란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그리고 새 천국과 새 교회에 관하여, 그러므로 주님의 
왕국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도래하기를 기도
할 것이다는 것, 그리고 진리들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빛
과 더불어 오시기를 기도할 것이다는 것, 그리고 진리들을 사
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수고 없이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받
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참조 성서. 마태복음 6:10, 이사야 44:3, 55:1, 요한복음 
7:37,38, 시편 42:2, 63:1, 마태복음 5:6, 계시록 21:6, 이사야 
5:13, 32:6, 41:17, 호세아 2:2,3, 아모스 8:11,13, 요한복음 
4:13-15, 6:35, 이사야 48:20,21.
18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때문에, 만일 누구가 이런 것들에 더할 것이다면, 하느님께서는 
이 책 안에 씌어진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란 주님에 의해 
지금 열려진 이 책의 교리 속의 진리들을 읽고 아는 사람들, 그
런데 아직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하느님이다고 인정하고, 그분
을 향한 신앙 외에 다른 것을 믿고 기 는 이들은 어떤 것을 보
태는 방식인 바, 이런 수단은 양쪽 것을 파괴하므로, 그는 이 책
에서 상술되어진 재앙들로 의미된 거짓들과 악들로 인해서 멸망
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를 의미한다.
19 “그리고 만일 누구가 이 예언의 책의 말들로부터 제거 할 
것이다면,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책으로부터와 거룩한 성으로부
터의 그의 몫(part)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씌어
진 것들”이란 지금 주님 외에  다른 것을 하느님이다고 인정하
고, 그분에 한 신앙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아직도 기 고 믿
으려 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 둘을 파괴하므로, 그는 말
씀으로부터 있는 어떤 것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지 못하여 슬
기로와질 수 없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주
님의 왕국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자기의 몫(lot)도 없다를 의
미한다.
20 “이것들을 증명하는 그분이 말하신다, 정녕 나는 빠르게 온
다, 그렇다 온다, 주 예수”란 주님은 계시록을 계시하셨다, 그
리고 지금 이 책을 여시어 이 복음, 즉 그분이 세상에서 입고 
계셨다가 영광되게 하신 그분의 신성한 인간(His Divine 
Human) 안에서 그분은 신랑과 남편으로서 오신다는 것, 그리
고 그분의 교회는 신부와 아내로서 그분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있으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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