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4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
성경: 신 8:7-10, 12:6-7, 11-12, 18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 곧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린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30, 골 1:12.
A.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점유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
땅에 대해 수고했다 — 8:7-10, 12:6-7, 11-12, 18.
B.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가 사는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다
— 골 1:12, 롬 15:16, 고전 15:10.
C.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빌 2:13, 엡 3:17, 골 3:15-16.
D.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날 몫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 롬 12:1-2, 15:16.
E.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교통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에
대해 수고하고 그분을 적용하며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려야 한다 — 요 15:4-5, 11, 16:22, 벧전
1:8.
F.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한 열쇠이다 — 딤전 4:7.
1.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기 위한 열쇠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좋은 땅, 곧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 갈 3:14.
2. 하루 종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 — 딤전 4:7, 롬 8:4, 고전 6:17, 빌 4:11-13.
G. 우리는 주님 안의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주님을 접촉하며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재,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의 분배를 받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 — 고후 3:16, 13:14, 갈 3:14.
II.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 출 3:8, 17, 33:3, 레
20:24, 민 13:27, 14:8, 신 6:3, 26:9, 15, 27:3, 수 5:6.
A. 젖과 꿀은 두 생명, 곧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으로 산출된다 .
1. 신명기 8 장 8 절에서 꿀은 식물들, 곧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 나무, 올리브 나무와
함께 나온다.
2. 신명기 32 장 14 절에서 젖은 동물들, 곧 소 떼와 양 떼와 함께 나온다.
3. 꿀의 대부분은 식물의 생명과 관련되며 젖의 대부분은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다.
a. 이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산출된다.
b. 젖도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산출되지만 주로 동물의 생명에 속한다. 젖은 소 떼와
양 떼(동물의 생명)가 풀밭(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 산출된다.
B.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즉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 신 8:8, 32:13-14.
1.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 요 12:24.
2.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 요 6:54-55.
3.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 요 1:29, 12:24, 계 2:7, 롬 5:10.
4. 주님의 상의 표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들을 상징한다 — 마 26:26-28, 고전 10:17.
5.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함과 달콤함을 말한다 — 엡 5:2, 빌 4:18.

a. 우리가 동시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달콤하며 풍성한지를 깨닫는다.
b.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달콤함, 즉 젖의 선함과 꿀의 달콤함을 느낀다.
6.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아 4:11 상,
엡 4:29, 골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