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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산다”
신명기 8:1-10(구약274)

◾마중물

 ∘빌헬름을 아십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를 위한 자리도 없었다. 내 세대는 그저 피하고 싶

은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여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대학을 마치고 

나는 1년간 실업자로 지냈다. … 실업자로 지낸 지 5년째 되어가자 

몸도 영혼도 부서졌다. 독일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원하는 곳은 

없을 터이다. … 내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 내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이후 나는 독일의 부활을 위한 이 움직임에 내 몸과 영혼

과 정신을 바쳤다.” 

� �그들이�이런�일에�앞장선�이유는�무엇일까?�(�고립�)과�(�외로움�)

                          -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 p.94-95

 ∙[전체주의의 기원].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는다” (한나 아렌트)

 ∘최근 미국에서도 …

  -미국을 일으킨 산업에 종사하는 백인들의 추락

  -고립과 외로움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

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느낀다.” (칼 융)

▪기억의�힘
 ∘광야, 고립과 외로움

  신 8:2-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

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 

4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

지 아니하였느니라”

�∘왜�기억하라고�하실까?�
  ① 보호: 옷, 신발, 먹거리, 물, 보호하심 …

  ② 훈련; 낮추고 주리고 시험하사(2, 3)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

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하면 힘이 생긴다

  -기억하면 감사로 이어진다

  ③ 말씀: 3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면�바뀐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가나안은 ( 복지 )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은 ( 무덤 

)이다. 

  7-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라” 

�∙하나님을�기억하면�…
�∙하나님이�함께�하면�…�
 

▪흘려보내야�할�생명수
 ∘지구에 100명이 산다면

  -20명, 영양실조

  -1명, 아사 직전

  -43명, 위생 엉망

  -18명, 오염된 물, 하루 1천 원 미만

  -53명, 2천 원 미만

  -20명, 전쟁과 납치, 성폭력

  -자가용 7명, 컴퓨터 1명

  -중등교육 7명, 대학교육 1명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