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흐름 ‐ 5호〉

      두 나무와 두 생활 원칙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더라”(창 2:9하)

사람이 살려면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나무로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계신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
무는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양
식이 있음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말미암거나,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창
세기 2장의 두 나무를 읽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하는 바는 이 
두 나무는 우리에게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 두 종류
의 원칙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기준을 두고 생활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기
준을 두고 생활한다.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
하며,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
면 정녕 죽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것임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어떤 사람은 선악으로 말미암아 살
고 있다.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원칙은 기독교가 아님을 기억하
기 바란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선악이나 옳고 그름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 우리 속에는 매우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생활 원칙이 생긴 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생명의 원칙을 한쪽에 제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른 생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다. “이 일을 한 것이 잘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 당신은 선악의 여부
를 묻고,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고려하고, 해
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므로 아주 세밀히 숙고한 후에 
그 일이 좋고, 선하고, 옳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행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특별히 그 선한 것들, 옳은 것들, 좋은 것들을 택하여 그리
스도인의 생활하는 것을 매우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
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당신이 아무리 노력
하더라도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택하고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밖의 선악에 표준을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을 택하
든 악을 거절하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세상
의 종교요, 사람의 도덕과 윤리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사는 생활

기독교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
명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묻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새 생
명이 당신 속에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기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만 밖에 있는 선악의 표준만을 본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밖의 표준이 아니다. 기독교는 새로
운 십계명을 얻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시나이산을 얻는 것이 아
니요, 우리가 마땅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계명을 걸
어 놓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름이나 선악시비(善惡是
非)를 묻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할 때 당신 속에 있
는 생명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 생명이 당신에게 말
하고, 당신 속의 느낌이 옳다고 느끼며, 당신 속에 생명과 힘과 기
름부음이 있고, 당신 스스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많은 일
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옳고, 타당하고, 선한 것이지만 기이
하게도 당신 속의 그 생명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식어지고 위축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지 밖의 옳고 
그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원칙은 아무리 높다하

더라도 옳고 그름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의 생활 원칙이 옳고 그
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밖의 표준이나, 밖의 율법
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덕이나 관념을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과 견지에 의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가이다. 그 생명이 내 속
에서 힘이 나고 살아 움직이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식어지고 위축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의 생활 원칙
은 속에 의해 사는 것이지 밖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만족할 때까지
 벼농사를 하고 있는 두 형제가 있었다. 그들의 논은 산 중턱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논은 산 아래 있었다. 그들은 아주 더운 낮
에 논에 물을 대고 밤에는 잠을 잤다. 그러나 그 아래 논의 사람
이 그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들의 논둑에 구멍을 내어 물을 밑
의 자기 논으로 흐르게 했다. 그 두 형제는 이튿날 이 일을 발견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논에 물을 채웠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그들의 논에는 여전히 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이니 인내해야겠다고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이어 칠 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 그렇게 참았으므로 매우 즐겁고 기쁘고 
승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날마다 물을 채우고 남이 
물을 훔쳐간 것을 허락하면서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사역자 형제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이미 이레가 
넘도록 참았는데도 왠지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남이 무엇을 훔쳐도 참고 그냥 두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는 왜 여전히 평강이 없는지요?” 사역하는 형제는 그들에게, “그
렇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인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들은 
가서 형제들의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채우고 그다음
에 형제들의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속에 평강이 있
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두 형제는 좋다고 하고 
이튿날 특별히 일찍 일어나 논의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먼저 물
을 채운 후에 자기들의 논에 물을 채웠다. 이상하게도 논의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 물을 채우던 그 반나절은 마음속이 갈수록 즐
겁고 기뻤다. 그들이 자기들의 논에 물을 다 채운 후에는 마음속
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래 논의 사람이 물을 훔치든 훔치지 않든 
마음속이 아주 평안했다. 이렇게 이삼 일이 지났을 때 논의 물을 
훔치던 사람은 그 두 형제에게 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나도 가서 복음을 들어 보겠습니
다.”라고 말했다.                  [워치만 니 전집, 3집, 56권, 한국복음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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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는 두 종류의 생활 원칙을 

보여 준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밖의 옳고 그름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내적인 생명을 좇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