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생장로교회  2021년 10월 구역공과 

* 제목: 침묵하지 말지니라 
* 본문: 누가복음 19:37-44 

서론: 하나님은 말이라는 중요한 소통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의 힘은 엄청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자꾸 하면 말한 대로 됩
니다.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를 일으킵니다. 부
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 
중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 그 앞에 
펴고 주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사
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못 마
땅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끄럽게 환호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
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



격을 외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
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밖
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은 통곡하셨습니다. 멸망 당할 예루살
렘의 암울한 미래를 이미 내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
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함으로 멸망 당하게 될 예루살렘성과 유대
인들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
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원수에게
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의질문: 
1. 그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들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던 말입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2.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 진중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말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
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돌
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한 영혼을 긍휼
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께 귀하게 쓰임 받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