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생장로교회  2021년 3월 구역공과 

* 제목: 듣고 행하는 자 
* 본문: 누가복음 6:46-49 

서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랍니다. 가지와 잎이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땅 밑에 있
는 뿌리가 부실하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어 버립니다. 뿌리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본론: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
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다’는 것은 ‘안다’의 반대말입
니다. ‘안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처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
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말씀을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
다. 반대로 성경에서 ‘모른다’는 말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
니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보면 가까워지는 것처럼 주님과 자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말씀에 순종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짧은 시간에 사나운 폭풍과 함께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데 그런 폭우 때문에 산에서 급류가 내려오면 기초가 약한 건물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집의 기초를 튼튼한 반석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토의질문: 
1.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혹시라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2. 생각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 신앙의 기초는 어디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훈련. 그런 훈련들이 쌓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
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