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영생장로교회  2021년 6월 구역공과 

* 제목: 상황보다는 믿음의 문제

* 본문: 누가복음 12:22-31 

서론: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
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래
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염려하다’는 말은 원어로 ‘마음’과 ‘쪼개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
어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나눠
집니다.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이빨로 
물어 뜯어 질식시킨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
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 때문에 스스로 서서
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건강을 해
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어 결국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550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
지 말라’는 말도 365번이나 나오는 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은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염려할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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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28) 기도의 용사인 ‘조지 뮬러’는 “믿음
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
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추구하면 염려가 죽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
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30) 

토의질문: 

1. 최근 우리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

를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2.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 경우가 있으십

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결론: 우리는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
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를 이
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
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
기므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