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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1년 7월 구역공과 

* 제목: 경계가 분명한 삶 
* 본문: 누가복음 12:1-9 

서론: 삶의 명확한 경계(Boundary)를 세우는 것은 건전하고 균형 잡
힌 신앙생활에 필수요소입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살아가
다 보면 세상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보니 
신앙양심의 가책없이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
을 의식하게 됩니다. 

본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
다.(1)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넣어 부풀게 하는 것으로 바리새
인들의 외식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외식은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들
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
고, 금식을 할 때면 초췌하고 괴로운 얼굴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
람인지를 일부러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거린 것이 지붕 위에서 전
파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2,3)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
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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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4,5) 
  결국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경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사람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8,9)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
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의질문: 
1. 내 삶의 경계선(Boundary)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2.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말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론: 심리학자인 ‘존 타운센드’와 ‘헨리 클라우드’는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Boundaries)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들은 No라고 
해야 할 때 분명히 No 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면 내 체면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No를 No라
고 하지 못하고 결국 경계선이 무너져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준 삼고 경계
(Boundary)를 분명히 해서 이 불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는 영
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