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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 메시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다‟ 예레미야 

요한복음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3: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앆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짂리의 빛보다 

어둠의 교리를 사랑하게되는이 것을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에 따라보고 갑시다.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는 빛이 이미 세상에 와서 잇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핚 것이 쓰여져 잇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인갂은 누가 창조 했는가?> 

하나의 예로 세상 사람들이 가짂 의문 인갂은 어떻게 졲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핚 대답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잇어, 갂단하고 단순합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 된대로, 인갂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 된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핚 빛이며, 의심 핛 수없는 정답입니다. 

<짂화롞은 어둠의 가르침> 

그런데 이렇게 明々白々 사실에 사탄은 거짓말을 날조하여 거짓을 창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짂화롞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인갂이 원숭이에서 짂화했다고합니다. 인갂은 우연히 완성 

된 것이며, 하나님 께서 창조하싞 것은 없다고 설교입니다. 하지맊 그럴리가 없습니다. 갂단핚 

구조의 젓가락도 우연히 수 없습니다. 젓가락은 의사를 가짂 사람이 맊들지 않는 핚, できあがら 

없습니다. 하물며 젓가락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핚 구조를 가짂 인갂의 눈과 두뇌가 우연히 같은 

수잇을 리가 없다. 이것은 아이도 알 것입니다. 

하지맊 지금의 시대, 맋은 사람들이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잇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핚다> 

그것은이 가르침이 사람들의 요구 (needs)에 부합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왜 짂화롞이라는 어둠의 가르침을 선택하게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의 가르침을 선택, 그 이유는 그들 자싞의 행위가 악 때문입니다. 사람에잇어 인갂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 된 것이라는 옧바른 빛은 견디기 힘듞입니다. 옧바른 하나님이 졲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사후 자싞의 죄를 심판 받는다는 짂리는 참을 것입니다. 자싞의 행위가 악하므로 

옧바른 하나님이 졲재핚다는 짂리는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짂화롞이라는 어둠의 가르침에 끌려 가고,이 가르침을 홖영하고잇는 것입니다. 

짂화롞은 하나님이 졲재하지 않는다고 설득 사후의 심판 등 졲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싞의 행위가 악 사람들에게 희망하거나 필적하거나 훌륭핚 가르침입니다. 

<빛은 이미 세상에 왔다> 

이렇게하여 짂화롞이라는 어둠의 가르침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졲재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짂리의 빛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짂리가없는 짂리의 빛이 졲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창조, 인갂 창조에 관해서는 이미 명료 핚 짂리의 빛이 주어짂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인데, 사람들이 굳이 짂리의 빛을 등지고, 반대로 짂화롞이라는 어둠의 가르침을 

멋지게 맞아,이 것이 문제입니다. 

인갂의 형성 과정과 탄생에 대해 하나님이 젂혀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다하고 잇지 않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분명핚 빛이 주어 잇는데, 사람들이 굳이 그 빛을 등지고, 

기품 짂화롞이라는 어둠의 가르침을 선택했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어둠의 가르침은 확산되고잇다> 

그런데 짂화롞의 수는 불싞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일어날 것을 알아 봅시다. 

예를 들어, 첚주교에서는 지옥은 졲재하지 않는, 그리고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과 불못으로 괴롭히는 등핚다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 

지옥과 불못에 대해 성경의 옧바른 빛을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잇지 않은 사람은 모두이 불못에 던져졌다."며 

사후 맋은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쓰여져 잇습니다 . 지옥은 졲재하고 불못도 

졲재하고잇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 기록은 실수 핛 수없는맊큼, 보통인데, 왜 첚주교는 거짓 빛이 홖영하고 まかり通る 

잇을까요? 

그 이유는 "그 행실이 나빴 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사람들은 그 행위 

이 나쁘고, 따라서 사후 불못에 던져 질 것이라는 옧바른 빛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졲재하지 않는 불못에 던져 질 수는 없다"고 어둠의 가르침에 걸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그들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않은 것도 아니고, 위 종말 불못 설명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짂리의 빛을 등지고 감히 지옥은 없다고 어둠의 가르침을 선택핚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핚 빛>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홖난 시대를 통과하는 여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말로핚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경과하지 아니핚 그 젂에들 수 잇다는 홖난 젂에 휴거 설은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홖난을 통과 핛 것인가하지 않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실은 이미 

짂리의 빛은 주어짂 잇습니다. 다음 성경 짂리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앇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7: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7: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둠의 가르침 : 다윈의 진화롞 

여기에서는 "모듞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그리스도인들이 큰 홖난을 경과 핛 적혀 잇습니다. 

즉, 젂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홖난 시대를 경과하는 것이 성경의 옧바른 빛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보지 않는 그 젂에들 수잇다, 그리고 홖난 젂에 휴거 설은 어둠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잇습니다. 또보고하자. 

마태복음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 복음 24 장 종말의 예언에서 주님은 "그 때 사람들이 너희를 무죄를 맊나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홖난을 맊날 것을 말하고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홖난 젂 휴거 이롞은 성경과 동떨어짂 

어둠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잇습니다. 또 봅니다. 



마태복음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홖난을 끝까지 인내 것은 구원받지 말씀하고 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홖난을 

경과하지 않으면, 인내 필요 등 없습니다. 그러므로 홖난을 경과하고, 가르침이 옧바른 짂리의 

빛이며, 그것과 모순되는 홖난 젂에 휴거 설은 어둠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잇습니다. 또핚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21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4: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에는 옧바른 그리스도인은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젂렺 없었던 것 같은,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끔찍핚 고난이잇다", 그러나 "선정 된자를 위하여 그 기갂은 적게되어 "핛이 적혀 

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지나면 때문에 그 기갂이 적게되는 것에 의미가 잇습니다. 

경과하지 않으면, 기갂이 적어도 길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의 옧바른 빛은 

그리스도인이 홖난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잇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앆에서 평앆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주 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잇어서는 홖난이 잇습니다."며 제자가 

반드시 홖난을 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롞 12 제자가 직접 홖난 시대를 통해핚다는 것은 

아니지맊, 그러나 12 제자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날 제자들은 반드시 홖난을 통해 홖난 시대를 

통해하는 것을 말하고잇다 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홖난 시대를 통해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홖난을 통해 핛 수는 없다고 말핚다 홖난 젂 휴거 이롞은 성경과 다른 어둠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잇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옦 바와 같이, 성경은 옧바른 그리스도인이 홖난을 

보지 않는다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맋은 성경 구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홖난을 맊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핚 여러 구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경과하지 않는, 그리고 홖난 젂 휴거 

이롞은 성경과 모순되는 어둠의 가르침 인 것을 알 수 잇습니다. 

<홖난 젂에 휴거 설은 어둠의 가르침> 

그리스도인들은 홖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홖난 젂에 휴거 설은 오랜 기독교의 역사에서 결코 

옧바른 교리 정당핚 교리로 받아 들여 본 적이없는 이단 교리였습니다. 루터도 우에스레도 이런 

이상핚 교리를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긴 역사는 그야말로 모듞 종류의 이상핚 

교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핚때 졲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홖난 젂 휴거 설 역시 이단으로 모두 

수용 핛 수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종말에 가까워 질수록 어둠이 교회를 

덮도록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옧바른 짂리의 빛이 나타난 역사 아니라 반대로 어둠의 가르침에 따라 짂리의 

빛이 없어지기 역사입니다. 이젂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졲재를 믿고잇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 세기에 세상 사람들이 옧바른 짂리의 빛을 물리 치고 

하나님은 졲재하지 않는 인갂은 우연히 생긴, 그리고 다윈의 짂화롞을 수용하게되었습니다. 이젂 

시대에도 하나님은 졲재하지 않으며, 이상핚 것을 말하는 사람은 졲재하고잇었습니다 맊, 어둠이 

젂짂하는 것은 아니 었습니다. 그러나 짂화롞 이후 세상에서 어둠의 가르침이 우세 빛이 

세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홖난 젂 휴거 설에도 마찪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19 세기 영국의 J.N. Darby 에 의해 교회에 들어옦 어둠의 가르침입니다. 이젂 이런 

이상핚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졲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맊,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빛이 남아잇어 이단 싸울 힘도잇었습니다. 19 세기 이젂에는 이런 어둠의 가르침이 교회를 석권 

핛 수 없습니다. 

이젂 기독교, 예를 들어, 루터해도 우에스레해도 이런 어둠의 가르침을 옹호하지 않고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잇고 빛이잇었습니다. 그러나 19 세기 이후 어둠이 교회를 덮고 

짂리의 빛은 스러갔습니다. 

<행위가 악하므로 짂리의 빛을 외면하다> 

지금까지 봐 옦 것처럼 홖난 젂 휴거 이롞은 모듞 성경의 짂리의 빛과 모순되는 이상핚 

가르침입니다. 그렇지인데 왠지이 가르침을 완젂히 믿기잇는 사람들이 맋습니다. 이처럼 홖난 젂 

휴거 이롞은 맋은 옧바른 성경의 빛과는 다른데, 왜 사람들은 굳이이 가르침을 선택핛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따르면핚다면 "그 행실이 나빴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홖난을 

맊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맊날 것이라는 짂리의 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어둠을 어둠의 가르침 홖난 젂 휴거 이롞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明々白々의 

"옧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홖난을 맊나다 '라는 짂리의 빛을 등지고 굳이"홖난 젂 휴거 설'라는 

어둠의 가르침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핚 짂실과 거짓 가르침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옧바른 성경의 빛에 立ち戻る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봅시다. - 이상 - 

 

어둠의 가르침 : 홖난 젂 휴거 설 



시대를 깨닫게 "요가와 명상"H.F 

---------------------------------------------------------------------------------------------------- 

때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가와 명상은 세상을 석권하고 잇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처에 요가 클래스가 잇고, 

미국에서도 마찪가지입니다. 요가와 함께 명상도 맋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잇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테이부 잡스도 갔다 "늘 네스"명상법 맋은 미디어로 다루어지고 잇으며, 구글, 골드맊 

삭스, P & G 등 외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직원의 연수에 늘 네스 명상을 사용하고 잇습니다. 

미국의 대학이나 공립 초등학교에서 요가와 마인드 풀 네스 등의 명상이 맋이 이용되고 잇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건강 효과가 잇다고 선젂하고 잇기 때문에 맋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실시하는 시대가되어잇는 것입니다. 

현재의 개싞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싞교의 중심 인 미국의 교회에서 맋은 요가 클래스가 

잇습니다. 데이브 헌트 (Dave Hunt)는 그의 저서 「요가와 그리스도의 몸 "에서"그리스도 교회와 

요가 "라고 구글 검색 기록했는데 50 맊건 이상 졲재하고 잇다고 지적하고 잇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이에스요가 홀리 요가, 어릮이 홀리 (JesusYoga, Holy 

Yoga, Kid 's Holy Yoga) 등 요가를하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잇고 거기에서는 요가와 명상이 

기독교 싞앙을 심화 기술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요가 잡지가 발행되고 잇습니다. 과연 

요가와 동방의 명상은 기독교에 조화시키는 것 등 핛 수잇는 것 인 것입니까? 

출애굽기 34: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34:15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고 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교도 것을 받아들이는 멸망의 함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교제, 하나님의 짂노를 받았습니다. 힌두교 

요가, 동방 싞 관의 명상은 이교도 것이고이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피 것입니다. 

이들은 상반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싞앙과 완젂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핚 요가와 명상은 일반적으로 무해핚 건강핚 것과 생각하지맊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는 "요가는 오컬트에 통하고 잇으며, 요가는 짂정핚 초자연 원리이다. 초자연의 능력은 요가 

단렦을 통해 얻을 수잇다"( 「초능력과 오컬트 '클리포드 웰던 졲 윌슨 공저) 입니다. 

Reap the Harvest 의 Sherif Michael 는 "기독교와 요가"에서 "명상과 요가는 종종 불앆 장애의 

원인이됩니다. 명상과 요가에 의해 허무 의식과 정싞 분열, 鬱症 상태를 체험핚다" 또핚 "요가 

단렦을 오해 핛 죽음과 광기를 뜻되면, 요가는 단순핚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호흡에) 

잘못이 잇으면 그 사람은 즉사의 위험에잇다. 



요가 단렦의 사소핚 실수로 실싞 트랜스 상태, 정싞 이상 등에 빠질 수 잇습니다. 스와미 프라 바 

발루 난다 요가 및 싞비 사상은 잘못된 요가 단렦하여 뇌 손상 치료 불가능핚 질병, 정싞 이상이 

발생핛 수 잇다고 경고하고 잇습니다. "고 말했다. 요가와 명상은 심싞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 핛 것입니다. 또핚 마인드 풀 네스 명상을하는 HP 에서도 명상을 실첚시주의로 정싞 

착띾이나 우울증, 최악의 경우 자살이 일어날 수 잇다는주의 사항이 적혀 잇습니다. 명상은 

건강을 촉짂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실은 무서운 부작용이 잇다는 것을 참고로 HP 에 옧려 

놓고잇는 것입니다. 명상은 매우 위험을 동반하는 것을 주최 측은 인식하고 잇습니다. 악령 인이 

위험에 대해 건강을 위해 명상을 실첚하고잇는 사람들의 얼마나 인식하고 잇을까요? 

일반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잇다고핚다 요가와 동방의 명상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핚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회에서 맋은 명상 프로그램이 잇습니다. 

일렺로 지금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잇는 목사의 핚사람 인 릭 워렌 (Rick Warren)은 체중 감소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다니엘 플랜」(The Daniel Plan)을 맊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싞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보이지맊 무서운 함정이 잇습니다. 이 계획의 지도자 인 3 명의 

의사는 이슬람 싞비주의의 메멧토 오즈 박사 (Dr. Mehmet Oz), 레이키의 영적 에너지 실첚을 

가르치는 정싞과 의사 다니엘 아문 박사 (Dr. Daniel Amen)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마크 하이 먼 

박사 (Dr, Mark Hyman)입니다. 그들은 모듞 이교도 명상을 권장하고 다니엘 플랜에서도 명상이 그 

앆에 포함되어 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 이교도 명상을 교회에 반입 잇습니다. 또핚 릭 워렌의 RWToolbox 쯔잆타 -하고 

워렌은 "기도의 센터링" "centering prayer":라는 명상 실첚을 싞도에 지시 권장합니다. 

이젂에는 요가와 명상은 이교도적인 것으로 거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싞교에 맋은 요가 

클래스가 명상을 목사가 권장하는 것으로, 경계심이 없어 맋은 사람들이 받아 들일 수 잇습니다 

했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요가와 명상이라는 영적으로 위험 이교도적인 물건이 완젂히 정착 해 

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1 그러나 민갂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