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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The Revival of Georgism

■ 오늘의 주 성경구절: 골로새서 2:8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Welcome, Everyone to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
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We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n the House of God! 오늘 하나님의 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s main verse is Colossians 2:8.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골로새서 2:8절입니다.
『Colossians 2:8』 8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he tradition

of men, afte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골로새서 2:8』 8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

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1 Introduction서론
Currently, the biggest economic issue in Korea is the rapid increase in real estate prices. 현재, 한
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입니다.

As of July 2021, house prices rose an average of more than 25 percent in the last 12 months in
South Korea’s nine major area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011년 7월 현재,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여 한국의 9개 주요지역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집값이 평균 25%이상 올랐습니다.

According to KB Kookmin Bank and Naver.com, the average on-year growth in housing prices
in the nine areas reached 26.7 percent during July 2020 - July 2021 period. 국민은행과 네이버에
따르면, 9개 지역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 까지의 년간 평균 상승률은 26.7%라고 합니다.

So, a couple of candidates for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22, made election promises
that they would improve the situation on real estate market by creating a Land Value Tax.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몇 몇 후보자들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By the way, their idea of a land value tax was derived from Georgism,그런데, 국토보유세라는
그들의 생각은 조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And also Georgism has been presented bymany as an philosophy that can carry out the biblical
principles of land or real estate. 또한조지주의는여러사람들에의해부동산에대한성경적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철학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Revival of Georgism” to clarify that
Georgism is not biblical and its revival is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by asking five questions
about it. 따라서저는 “조지주의의부흥”이라는설교를통해다섯가지질문에답함으로써조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조지주의의 부흥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조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this morn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discern this age and be awake spiritually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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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is Georgism? 조지주의란 무엇인가?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Georgism?” 첫째 질문은 “조지주의가 무엇인가?”입니다.

Georgism is also called in modern times geoism池公主義 and known historically as the single
tax movement. 조지주의는현대에는지공주의로도불리고있으며역사적으로단일세운동으로알려
져 있습니다.

It was developed from the writings of American political economist and social reformer Henry
George. 그것은 미국의 정치 사회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의 저서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Hewas popular among other economics and politicians due to his pursuit of finding a solution
to the social problems facing his country. 그는 그의 나라가 봉착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으
려는 그의 연구 때문에 다른 여러 경제학자나 정치가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He wrote several books, including Progress and Poverty which exceeded all other books sold
in the United States except the Bible during the 1890s. 그는 1890년대에 미국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한 진보와 빈곤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Henry George believ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land, natur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should be shared equally by all members of society. 헨리조지는땅의경제적가치, 천연자원그리고
기회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He proposed practice of a single tax on land instead of taxing labor. 그는노동에세금을매기는
대신 땅에 단일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He believed that by taxing land, productivity would be increased to a level that will reduce
poverty and give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fair chance in wealth creation. 그는 땅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가 가난이 줄어들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부의 창조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갖게된다고 믿었습니다.

Georgism is presented as a philosophy that focuses on solving social problems at their root
sources instead of dealing with the results of the problems. 조지주의는사회적문제를푸는데있어
문제의 결과를 다루는 대신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철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Georgism concentrates on the unification of justice and efficient economic relations. 조지주의
는 정의로운 통합과 효율적인 경제관계에 집중합니다.

The proponents of Georgism believe that it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such
issues as poverty by addressing the ways through which wealth is distributed among members of
society in the first place. 조지주의의지지자들은조지주의야말로가난과같은문제를다루는데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통해 부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가장 잘 분배된다고 믿습니다.

In addition, they claim that Georgism is originated from the land law in Leviticus chapter 25.
이에 더해, 그들은 조지주의가 레위기 25장의 땅에 관한 법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Georgists have cited various benefits of Georgism includ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in solv-
ing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land through the fair distribution of wealth. 조지주의자들은 땅
으로부터 생기는 사회 문제들을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해결하는데 실제 적용가능하다는 점 등
조지주의의 여러 이점을 언급해 오고 있습니다.

However, many people have criticized Georgism as a politically unachievable theory in most
capitalist states which rely on taxes for revenue.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지지의를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방법에의존하는대부분의자본주의국가에서는정치적으로달성할수없는이론으로비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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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s Henry George a real Christian? 헨리 조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나?

The second question is “Was Henry George a real Christian?” 둘째 질문은 “헨리 조지는진짜그리
스도인이었나?”입니다.

Putting aside the assertion that it was originated from the land law in the Old Testament, Geor-
gism is thought to be biblical because Henry George was known by many as a Christian. 그것이
구약의 토지법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은 제쳐두고, 조지주의는 헨리 조지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By the way, it is true that what we believe affects what we do, or our behavior is an extension
of our belief. 한편, 우리가믿는것이우리가행하는것에영향을준다는것, 즉 우리의행위는우리의
믿음의 연장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So, it is very important to confirm, first of all, whether or not Henry Georgewas a real Christian
in order to say that Georgism is biblical. 그래서 조지주의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헨리 조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Henry George was born in Philadelphia, USA in 1839. 헨리 조지는 183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에서 태어났습니다.

According to Wikipedia, George was raised as an Episcopalian, but he believed in “deistic
humanitarianism.” 위키피디아 사전에 따르면, 조지는 미국 성공회원으로 자랐지만, 이신론적 인도
주의(理神論的 人道主義)를 믿었다고 합니다.

His wife Annie was Irish Catholic, but Henry George Jr. wrote that the children were mainly
influenced by Henry George’s deism and humanism그의아내애니는아일랜드천주교인이었으나,
조지의 아이들은 헨리 조지의 이신론(理神論)과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헨리
조지 2세는 적었습니다.

Thus, to assess his spiritual identity, we have to know the exact meaning of deism and human-
ism which Henry George believed in. 그의 영적 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헨리 조지가
믿었던 이신론과 인본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Deism is defined by dictionary.com as follows: 이신론은 딕셔너리닷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belief in the existence of a God on the evidence of reason and nature only, with rejection
of supernatural revelation (distinguished from theism). 사고와 자연의 증거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초자연적인 계시는 거부(신본주의와 구별되는 점)함.

2. belief in a God who created the world but has since remained indifferent to it. 세상을창조
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함.

As such, deism is the idea that real born again Christians who received Jesus as their own
personal Savior and Lord, can never have. 이처럼, 이신론은 예수님을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
들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사고입니다.

Just so you know, Judo-Christianworld view is different fromdeism in terms of the immanence
of God.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세계관은하나님의내재(편재)라는 점에서이신론과는다릅니다.

Humanism is defined by dictionary.com as follows: 인본주의는 딕셔너리닷컴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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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system or mode of thought or action in which human interests, values, and dignity
predominate. 인간의 이익, 가치, 존엄성이 지배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사고 또는 행동 방식.

2. Philosophy. a variety of ethical theory and practice that emphasizes reason, scientific in-
quiry, and human fulfillment in the natural world and often rejects the importance of belief
in God. 철학. 자연 세계에서 이성, 과학적 탐구, 인간의 성취를 강조하고 종종 신에 대한 믿
음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다양한 윤리 이론과 실천.

As such, humanism is the idea that mature or spiritual Christians can hardly have. 이처럼,
인본주의는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고입니다.

Taken these together, Henry Georgewas not a real Christian. 이것들을종합해보면, 헨리조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Accordingly, his philosophynamedGeorgismhas the least possibility to be biblical even though
it was said by many to be originated from the Bible. 따라서, 조지주의라고 명명된 그의 철학은 성
경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적인 가능성이 지극히 작습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you to meditate on John 1:12 and Romans 8:14,15. 이 기회에, 요한
복음 1:12절과 로마서 8:14,15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John 1:12』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요한복음 1:12』 12그분을받아들인자들곧그분의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다 [하나님]의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Romans 8:14』 14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로마서 8:14』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Romans

8:15』 15 For y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e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whereby we cry, Abba, Father.
『로마서 8:15』 15 너희는다시두려움에이르는속박의영을받지아니하고양자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As such, if anyone receives Jesus as his or her personal Savior and Lord, he or shewill be saved.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Then, all saved souls become the sons of God, because they are led by Holy Spirit. 그리고나서
모든 구원받은 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So, they are very able to cry to God the Father at anytime and anywhere. 그래서, 그들은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Unfortunately, however, deists like Henry George cannot be saved because they don’t believe
the immanence of God which should be experienced by Christians. 하지만 불행히도 헨리 조지와
같은 이신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What does the Bible teach in regard to land ownership? 성경은 땅의
소유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The third question is “What does the Bible teach in regard to land ownership?” 셋째 질문은 “성경
은 땅 소유의 관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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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question is almost equal to the following question. 이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 거의 동일합
니다.
“Is it possible that Georgism is biblical even if Henry Georgewas not a Christian?” “헨리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조지주의가 성경적일 수 있는가?”
In general, Henry George’s idea of a single tax on land is believed to be derived from the idea

of the Jubile in the Old Testament. 일반적으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개념은 구약의 희년의
개념에서 유래되었다고 믿어집니다.

The Jubile is the year at the end of seven cycles of shmita (Sabbatical years) and, according to
biblical regulations, had a special imp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land in the Land
of Israel. 희년은 칠 년 주기의 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후의 다음 해로, 성경의 규율에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땅의 소유권과 관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Let’s read Leviticus 25:10. 레위기 25:10절을 읽어봅시다.
『Leviticus 25:10』 10 And ye shall hallow the fiftieth year, and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it shall be a jubile unto you; and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possession, and ye shall return every man unto his family.
『레위기 25:10』 10 너희는그오십째해를거룩하게하여온땅에서두루온땅의모든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As such, Hebrew slaves would be freed, debts would be forgiven, and themercies of the LORD
would be particularly manifest. 이처럼, 유대인 종들은 해방되고, 빚을 탕감받게 되며, 주의 긍휼이
특별히 드러나게 됩니다.

The Jubile might be a very primitive form of policy to prevent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from being chronic. 희년은아마도가난한자와부유한자의만성적인차이를막아주는가장
원시적 형태의 정책일 것입니다.

Because those who lost their land in any reason, can take it back in the year of Jubile, the Jubile
can be referred to as the year of joy and should be commemorated. 어떤 이유로든 자기의 땅을
잃었던 사람들은 희년에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희년은 기쁨의 해로 언급될 수 있고
축하해야 하는 일입니다.

Among the Jubile law written in Leviticus 25, Georgists regard verse 23 as the basis of biblical
teaching about land ownership. 레위기 25장 써있는 희년의 법 중에서 조지주의자들은 23절이 땅
소유권에 대한 기본이 되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여깁니다.
『Leviticus 25:23』 23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 ever: for the land [is] mine; for y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레위기 25:23』 23 ¶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However, Scripture doesn’t say that only land belongs to God. 하지만, 성경은땅만이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절은 말합니다,
『Genesis 1:1』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1』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Genesis 1:1 say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So, the Bible says that God owns everything including land.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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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read Psalm 24:1; 50:10-12; Haggai 2:8. 시편 24:1; 50:10-12;학개 2:8절을 읽어봅시다.
『Psalms 24:1』 1 «A Psalm of David.»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ness thereof; the world,

and they that dwell therein.
『시편 24:1』 1 (다윗의 시)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Psalms 50:10-12』 10 For every beast of the forest [is] mine, [and] the cattle upon a thousand hills. 11 I

know all the fowls of the mountains: and the wild beasts of the field [are] mine. 12 If I were hungry, I would
not tell thee: for the world [is] mine, and the fulness thereof.
『시편 50:10-12』 10 숲의모든짐승과천개의작은산위의가축이내것이니라. 11 산의모든날짐

승도내가알며들의들짐승들도내것이로다. 12 가령내가주린다할지라도네게말하지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Haggai 2:8』 8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saith the LORD of hosts.
『학개 2:8』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As such, God owns not only all the land, but also all of this world,이와같이, 하나님은모든땅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So, it is wrong Bible interpretation to say Leviticus 25:23 is a verse that denies the private own-

ership of the land. 그래서, 레위기 25:23절은 땅의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해석입니다.

The idea of owning things in the whole Bible converges on the idea of stewardship. 성경 전체
에서 소유에 관한 개념은 청지기의 개념으로 수렴됩니다.

In other words, everything including goods and chattels or real estate is God’s. 다시 말해서,
물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So, we, as God’s stewards, should use all properties and gif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모든 재산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In addition, Leviticus 25:23 says that the foundation of our lives should be God because He has
given us many blessings. 덧붙여, 레위기 25:2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초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In otherwords, the focus of this verse is the last part that is “for y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촛점은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Thus, it stresses thatwe should always rememberGod becausewe, as strangers and sojourners,
cannot live without Him. 그래서, 이 구절의 강조점은 우리가 나그네와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Did Jesus pursue Social Justice? 예수님께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셨을까?

The fourth question is “Did Jesus pursue social justice?” 넷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셨는가?”입니다.

As was mentioned just before, Georgists are those who are very eager to solve social problems.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조지주의자는 아주 열심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So to speak, Georgists are those who pursue social justice. 말하자면, 조지주의자는사회적정의
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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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ere arises a question that whether Jesus pursued social justice?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회
적 정의를 추구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First of all, a clear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justice正義/公義 per se. 무엇보다먼저, 사회적정의와정의(공의)는 다르기때문
에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According to Merriam Webster, “justice” is the impartial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of
what is just. 웹스터사전에따르면, “정의”는 공정한것을치우침없이관리하고유지하는것입니다.

It involves “righteousness” “equitableness” (fairness), “impartiality” and “moral rightness.”
그것은 “의로움”, “공평”, “편견이 없음”, 그리고 “도덕적인 올바름”을 포함합니다.

We see justice demanded of God’s people in Scriptures. (Isaiah 1:17, Proverbs 31:8-9, Exodus
23:1-9, Leviticus 19:15, James 1:27 and etc.)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의가 요구됩
니다. (이사야 1:17;잠언 31:8-9;출애굽기 23:1-9;레위기 19:15;야고보서 1:27)

According to lexico.com, “social justice” is justice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oppor-
tunities, and privileges within a society. 렉시코닷컴에 따르면, “사회적 정의”란 부의 분배, 기회,
사회 안에서 가지는 권리 측면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THIS iteration of “justice” is NOT commanded in Scripture. 이런정의는성경기록에명령되지
않았습니다.

Justice pursues what is right according to an absolute, impartial standard. 정의는 완전하고
치우침 없는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Social justice pursues what is believed to be lacking for some based on what is believed to be
possessed by others. 사회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Justice is driven by what is morally acceptable, or what God says is right. 정의는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Social justice is driven by what is socially acceptable, or what the people say is right.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Justice is objective. 정의는 객관적입니다.
Social justice is subjective. 사회적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Justice involves matters that can potentially impact anyone. 정의는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Social justice involves matters that are believed to only impact specific groups. 사회적 정의는

특정 집단에게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With these clarifications in mind, it is obvious that upholding justice most certainly is the

Church’s charge. 이러한 점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면, 정의를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Yet, I would like to present five reasons for why Jesus didn’t pursue nor should the Church
fight for “social justice.” 이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사회적정의”를 추구하지않으셨는지, 왜 교회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1. The first reason is because “No man that warreth entangleth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hath chosen him to be a soldier.” (2 Timothy 2:4)
첫째 이유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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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its formal definition, it’s clear that social justice deals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이
공식적인 정의로부터, 사회적 정의는 이 세상 삶의 일을 다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Whether real or perceived, assumed inequalities in these areas are byproducts of sin and
will never be remedied as long as we dwell in a fallen world populated by carnal men at
enmity with God. 진짜든가짜든, 이 삶 속에있는불평등은죄의부산물이고, 그것은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Jesus repeatedly said He was about His Father’s business, as John 6:29 says,요한복음 6:29
절 말씀처럼, 예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함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John 6:29』 29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e believe on him
whom he hath sent.
『요한복음 6:29』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His mission, to call sinners to repentance, is a spiritual one (Luke 5:32), and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John 18:36a)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그분의 사명은 영적인 것이며
(누가복음 5:32)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36a)
Because we ar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God works in us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Philippians 2:13).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일하셔서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것을원하게도하시고행하게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13)
Society doesn’t guide our activities, the Holy Spirit does. 사회가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지
않고, 성령이 안내합니다.
The Church is here to be salt and light that we point others to Jesus Christ. 교회는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합니다.
Our great commission is to spread the Gospel unto the end of the world. (Matthew 28:16-
20) 우리의 대위임명령은 복음을 세상 끝가지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6-20)
We care for and extend compassion to those who suffer, but we aren’t here to eradicate
suffering in the world. 우리는고통받는자들을돌보고그들에게동정심을펼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없애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Our ultimate batt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
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the high
[places].” (Ephesians 6:12). 우리의 궁극적 전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2)
We are soldiers in the army of the Lord. 우리는 주의 군대의 군사들입니다.
As such, we do not war after the flesh, and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rnal.
(2 Corinthians 10:3-4)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3-4)

2.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social justice perverts justice. 둘째 이유는 사회적 정의는 정
의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Since our charge is to “seek justice or judgment判斷의公義” (Isaiah 1:17), an earnest pur-
suit of it exposes social justice as a hindrance to our ability to do just that. 우리의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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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17),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사회적
정의가 그 일에 방해가 됨을 알게 됩니다.
Even as there are legitimate causes lumped under the social justice umbrella, there are
many that actually contradict the will of God. 사회적 정의의 우산 아래 자리잡은 여러가지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Again, social justice pursues the absence of inequality in society.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정의는 사회 내의 불평등의 부재를 추구합니다.
Not only is this never going to be achieved but, unfortunately, mankind has also found a
way to pervert the meaning of “equality.” 이것은 성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행하게도
인류는 “평등”의 의미를 왜곡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All mankindwere created equal in value to his Creator. 모든인류는창조주께동일한가치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And also, they were created diverse.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창조되었습니다.
By the way, it is a little leaven that leavens the whole lump. (Galatians 5:9) 그런데, 온 덩어
리를 들뜨게 하는 것은 작은 누룩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9)
The plight for all things being equal has gotten so perverse that society is allowing even
that which undermines the “common good” to be legitimized. 모든 것의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왜곡되어 우리 사회는 심지어 공익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정당화 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Aiding the less fortunate with their basic needs to survive (food, clothing and shelter) is a
just cause.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의,식,주)을 돕는 것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However, advocating for one’s “right” to sin is just evil. 하지만, 죄를 지을 “권리”를 옹호
하는 것은 그냥 악한 것입니다.
In the name of “equality”, some PASTORS have urged Christians to support same-sexmar-
riage. “평등”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결혼을 지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In the name of “fairness,” there are professed Christians who march for a woman’s “right”
to abort her unborn child. “공평”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할 여인의 “권리”
를 위해 행진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True justice is doing what is right before God, and God tells us not to make imbalance of
the scales or justify the wicked. (Proverbs 17:15; 20:23) 진정한정의는하나님앞에옳은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저울을 만들지 말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잠언 17:15; 20:23)

3. The third reason is because Christ suffered injustice for the Gospel and God’s glory. 셋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당함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If social justice were the ultimate justice Jesus came to fight for on earth, He undermined
His own mission by subjecting Himself to suffer an unjust and inhumane crucifixion. 만일
사회적 정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싸우러 온 궁극적 정의라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훼손한 것이 됩니다.
Still, in THE MOST grievous act of injustice ever known to mankind, Jesus was arrested
and delivered to the Jews.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비통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유대
인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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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endured an unfair trial. 그분께서는 불공평한 재판을 견디셨습니다.
He was mocked, flogged, made to wear a crown of thorns, made to carry His own cross,
nailed to said cross, and scorned until He hung His head and died. 그분께서는 조롱을 당
하고, 채찍에맞고, 가시관을쓰고, 십자가를지고, 십자가에못박히고, 고개를숙이고죽을때
까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Certainly, on the third day, He rose to victory, fully vindicated. 분명히, 셋째날, 그분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서 승리로 거두셨고, 이는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However, it wasn’t because of the actions of men, but by the power of God.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Indeed, if social justice were Jesus’ charge, He would have neglected the cross altogether
to instead focus on delivering the Jews from the Romans. 만일 사회적 정의가 예수님의 책
무였다면, 그분께서는유대인들을로마로부터구출하는데집중하기위해십자가는무시했을
것입니다.
Let’s read John 18:33,36. 요한복음 18:33,36절을 읽어봅시다.
『John 18:33』 33 Then Pilate entered into the judgment hall again, and called Jesus, and said unto
him, Art thou the King of the Jews?
『요한복음 18:33』 33 이에빌라도가다시재판정에들어가예수님을불러그분께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John 18:36』 36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servant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but now is my kingdom
not from hence.
『요한복음 18:36』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
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If social justice were His cause, Jesus could have led the greatest social justice mission
known to men during His earthly ministry. 만일 사회적 정의가 그분의 이유였다면, 예
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위대한 사회적 정의 추구 사역을 이끌 수도 있었습
니다.
However, He chose to pursue a justice of heavenly proportions with eternal rewards. 하지
만, 그분은 영원한 보상과 함께 하늘의 정의를 추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4. The fourth reason is because social justice is not a “Gospel issue.” 넷째 이유는사회적정의
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elievers are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Matthew 6:33). 신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33)
Yet, those fighting for social justice often find themselves seeking first the cares of men and
their own self-righteousness. 그렇지만, 사회적 정의를위해싸우는사람들은사람들을돌보
는 일과 자신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They’d need to explainwhy a “social justice Jesus” thought it a better deed thatHis body be
anointed with expensive perfume than to sell it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Matthew
26:6-13) 그들은 “사회 정의 예수”가 자기 몸에 비싼 향유를 부은 행동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 보다 낫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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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d need to explain why Peter healed the beggar in Jesus’ name and used that oppor-
tunity to share the Gospel instead of protesting against the economic and healthcare dis-
parities that might have caused the man to become a lame beggar in the first place! (Acts
3:1-26) 그들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지를 치료했고, 그 기회를 사용하여 애초에
그사람을절름발이거지가되게한이유일수도있는경제적, 의료적불균형에항의하는대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They’d also have to explain why a “social justice Jesus”, Whom they say came to serve
the marginalized in society, shared a lesson on how to love others using a parable of a
marginalized man serving someone else. (Luke 10:25-37). 그들은 또한 사회의 소외된 자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사회 정의 예수”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소외된 자의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25-37)
Moreover, they’d have to explain why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wasn’t a tale
of the Samaritan bringing his “neighbor’s” attackers to justice! 더우기, 그들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을 공격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They’d need to explain a lot about Jesus, because these and other instances suggest Jesus’
actions weren’t driven by social justice but His Father’s business.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
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사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Did that business include love and compassion? 그일은사랑과동정심을포함하는것아니
었나요?
Indeed! 그렇습니다!
However, love and compassion did not obligate Jesus, nor does it obligate the Church, to
pursue every cause man says is right. 하지만, 사랑과 동정심 때문에 예수님이나 교회가
인간이 옳다고 말하는 모든 이유를 추구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That being said, it does require us to tell the world the truth, call men to repentance and
declare tha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불러회개하게하는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가깝다는것을선포하는것입
니다.

5. The fifth and last reason is because we are to walk in the Spirit, not the flesh. (Galatians
5:16-26) 다섯 째, 마지막 이유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고 육신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이니다
(갈라디아서 5:16-26)
Though Christians are in this world, we are not of it.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Thus, we aren’t to be conformed to it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
(Romans 12:1-2)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1-2)
Our perspective of the world should be from an eternal perspective and we are charged to
always look up that we are not overcome by the affairs of this life. (Colossians 3:2; Matthew
6:33; 2 Timothy 2:3)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면, 이 세상 삶의 일에 억
눌리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With a mind stayed on Christ, we remain focused on His mission.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음
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촛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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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min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be engulfed in fighting earthly battles.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Walking in the Spirit, Jesus was also able to subject Himself to the greatest injustice ever
known to mankind that a greater justice would be established.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써,
예수님은더큰정의가세워지도록인간에게알려진가장큰불의에자신을굴복시킬수있었
습니다.
Walking in the flesh, Peter attempted to prevent Jesus’s mission - not once, but twice.
(Matthew 16:23-27; 26:51-53) 육신 안에서 걸음으로써,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씩
예수님의 임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23-27; 26:51-53)
Likewise, Christians focused on social justice, may take up certain social justice causes that
seem right to them, believing they are doing good. 이와같이, 사회적정의에촛점을둔그리
스도인들은자신들이좋은일을한다고믿으면서자신들에게옳게보이는특정한사회정의를
위한 이유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Yet, in truth, they’re a hindrance to the will of God.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Believers who are married to social justice must examine themselves. 사회 정의와 결혼한
신자들은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They must determine whether the causes are just and if their methods for addressing them
truly align with the Word and Spirit of God. 그들은 원인이 정당한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6 What will be the fate of Georgism? 조지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The fifth and last question is “What will be the fate of Georgism?” 다섯 째, 마지막 질문은 “조지주
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As I said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is message, the biggest economic issue in Korea is the
rapid increase in real estate prices. 오늘설교의서론부에서말씀드린것처럼, 한국의가장큰경제적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So, a couple of candidates for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22, made election promises
that they would create a Land Value Tax, which was derived from Georgism,그래서, 몇 명의 2022
년 대통령 후보는 조지주의에서 유래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Even though some areas in Seoul were designated a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house
prices have kept going up. 서울의 몇 몇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By the way, the theoretical basis of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goes back to the concept
of land openness insisted by Henry George in 1897.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의이론적근거는 1897
년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개방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n addition, Universal Basic Income (UBI) which is a policy proposal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mong Georgists, will be adopted soon here in Korea. 이에더해, 조지주의자들사이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정책인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곳 한국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Taken these things together, it is sure that Georgism will prevail more and more near in the
future.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조지주지는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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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being said, the problem is that Georgism will not be implemented as Henry George in-
tended to try. 그런데, 문제는 조지주의가 헨리 조지가 의도했던 대로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
니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COVID-19 pandemic has created an economic crisis around theworld,
코로나-19팬데믹이 세상에 두루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it seems most likely that policies supported by Georgists, such as Land Value Tax, Land Trans-
action Permit System, and Universal Basic Income, will bring Totalitarianism soon. 국토보유세,
토지거래허가제 및 보편적 기본 소득과 같은 조지 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곧 전체주의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I would dare to say that Georgism serves as a stepping stone to Totalitarianism.
다시말해서, 저는감히조지주의가전체주의로가는징검다리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말씀드립니다.

Thus, a totalitarian society will be accomplished as Revelation 13:16,17 says,그렇게 해서 요한
계시록 13:16,17절 말씀처럼, 전체주의 사회가 성취될 것입니다,
『Revelation 13:16-17』 16 And he causeth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17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ve he that
had the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요한계시록 13:16-17』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에서 질문에 생깁니다.
“Will Christians live in the totalitarian world as such?”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전체주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까?”
or “Will Christians enter the 7 years Tribulation Period when the Antichrist rules the entire

world?”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칠년환란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No. 아닙니다.
We should remember that Christians have the BlessedHope that theywill be raptured from the

earth and will not enter the 7 years Tribulation Period ruled by One World Government of which
the Antichrist is the head.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공중들림을 받고 적그리스도가 수장이 되는
단일세계정부에 지배를 받는 칠년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Let’s read Titus 2:13 and 1 Thessalonians 4:16,17. 디도서 2: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16,17절을
읽어봅시다.
『Titus 2:13』 13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디도서 2:13』 13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

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 Thessalonians 4:16-17』 16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17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데살로니가전서 4:16-17』 16 [주]께서호령과천사장의음성과 [하나님]의나팔소리와함께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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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함께 있으리라.

7 Conclusion결론
Now, I will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1. Henry George proposed practice of a single tax on land instead of taxing labor to solve
social problems. 헨리 조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에
토지에 단일세를 매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2. Henry George was known bymany as a Christian but was not a real Christian. 헨리조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3. Bible does not deny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and emphasizes the idea of stew-
ardship. 성경은 토지의 개인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청지기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4. Jesus didn’t pursue Social Justice nor should the Church fight for it. Instead, upholding
justice most certainly is the Church’s charge. 예수님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교회도그것을위해싸우지말아야합니다. 대신 정의를옹호하는것은확실한교회의책임입
니다.

5. Georgism will prevail more and more near in the future, and policies supported by Geor-
gists, will bring Totalitarianism. 조지주의는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득세하게 될 것이며,
조지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전체주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6. Christians will be raptured from the earth and will not enter the 7 years Tribulation Period
ruled by the Antichrist.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공중들림을 받게 되며 적그리스도가 통치
하는 칠년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Colossians 2:8』 8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he tradition

of men, afte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골로새서 2:8』 8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

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much again for giving us your perfect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morningwould not follow the philosophy of this world but Christ
Jesus who is the Word per se.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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