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스의 양식, 조에의 양식<요한복음6:36-51>
* 요한복음 6장은 비오스와 조에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 하고 있는데 비오스는 육체의 목숨
을 위한 양식으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비오스에 인생을 투자하는 넓은 문의 삶을 살고
그런가하면 조에는 육체적 생명도 돌보면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하늘의 참 떡을 먹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양식으로
좁은 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비오스가 아닌 조에의 양식을 먹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두 가지 양식, 두 가지 믿음 – 모세의 만나 하늘의 산 떡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엄청난 인기와 존경을 가지고 무리들이 따르며 임금
삼으려 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다시 무리들이 따라 오자
나를 찾음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모세의 만나와 정치적 해방을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을 먹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과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구
원받아 용서와 인내와 은혜를 누리고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정답을 찾으라고 하십
니다. 그러나 육신의 만나와 배부름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고 극소수만이 예수님이 하
늘의 산 떡 이요 생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고 들음이 아니라 먹어서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 되어 내 마음의 피와 살이 되어서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이 되면 내게
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나오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믿음과 은혜와 생명으로
들어야 합니다.
2) 샤륵스와 쏘마, 비오스와 조에, 모르페와 스케마
육체와 육성을 샤륵스, 영혼과 정신세계를 쏘마라고 하는데 육신의 먹고 입는 것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을 샤륵스 신앙 그보다는 영혼과 신앙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
을 소마적 신앙이라고 하며 육체의 목숨에 인생을 거는 사람을 비오스적 신앙과 양식, 영혼과
말씀의 생명에 목숨 거는 사람을 조에적 신앙과 양식이라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샤륵스, 비오스 신앙이요 나사로는 쏘마, 조에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
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오스로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샤륵스를 따라가고 예수
를 바르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조에로 영적인 쏘마의 신앙이 됩니다. 또한 진실한 경건이
마음속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흘러가는 모르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와는 상관없이 경건을 겉으로 나타내는 스케마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르페가 흐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육체 중심의 샤륵스, 비오스, 스케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공(To have)
에 중심을 두고 살고 쏘마, 조에, 모르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존재(To
be)에 중심을 둡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
게 물어 보십시오.
3) 예수님의 살은 하늘의 양식, 피는 하늘의 음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를 내리면 영웅이 될 텐데 만나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 온 떡이요 나를 먹어야 구원 받는다는 말씀에 무리들은 자신들은 식인
종이 아니며 아버지가 요셉이요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
는 말이라며 수군거리며 시험에 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결론 없

는 끼리끼리의 수군거림으로 시험에 드는데 목회자가 이단이 아닌 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보고 영적인 손해가 있는 수군거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비난하고 분노하고 시비를 걸었지만 유대인이
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따랐습니다. 하나
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면 말씀의 분별이 있습니다. 옴두꺼비는 새끼를 살리
기 위해 평상시 피하던 독사를 찾아가 먹이가 되어 독을 뿜어 독사를 죽게 하여 두꺼비 알이
독사의 몸과 어미의 몸을 먹게 하여 살리고 우렁이는 자신의 몸을 새끼에게 먹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독을, 상처와 분노를 사
단과 마귀의 독을 해독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예수
님의 피와 살을 실제로 영적으로 먹음으로 중화되어 용서 받아 구원 받은 것이며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용서할 수 있음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상처와 죄는 예수의 피
와 살을 먹고 실제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은혜로 중화 되어야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
으며 말씀을 보고 들음이 아니라 먹을 때 치유 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
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받아 영원한 생명 소마와 조에의 양식과 우선 순위 모르페로 하나
님 앞에 바른 소명자의 멋진 신앙으로 하늘의 생명수인 예수의 피를 매일 먹어 이해하고 용서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