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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감정, 건강하십니까?”
잠언 4:20-27(구약 914)

◾마중물

 ∘00 의료 선교 여행

  -반복된 오진(誤診)

  -[고소성 폐부종]

  -왜 환자와 두 의사는 오진했을까?

  오판(誤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일본 )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정서적으로�건강한�교회

 ∘피터 스카지로, 위렌 버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교인의 오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정서적인 면은 도외시하기 일

쑤다.”(P.10)

  “늘 사실이 먼저이고, 믿음이 다음이며, 감정은 마지막이라고 강조해 왔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전하신 메시지의 사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감정은 불확실하고 부차적인 데다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기

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물론 100퍼센트 틀린 말은 아니

다. 감정이란 기복이 있게 마련이다. 나부터도 그러니 더 말해 무엇하겠

는가! 하지만 쉽게 변할 수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잠 4:20-23 “내 아들(자녀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

를 기울이라 21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2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모

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이니라” 

�Ⓠ�마음은�어떻게�지키는가?�

�

�Ⓠ�자기�마음을�잘�지킨�결과?�

  24-26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25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26네 발이 행

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솔로몬의 [마음 지킴]에서 빠진 것. ( 감정 )

  -지식은 선한데 감정은 악하다.

  -지성 편향적(암기력) 제자훈련

  마 12: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흘려보내야�할�생명수

 ∘빙산의 일각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



  수면 위 10%와 수면 아래 90%

  -사람도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90%에 의해 침몰한다.

   가면을 쓰기 쉬운 사람

  -당신의 감정 건강한가?

 ∙학력 사회 = 지식 사회 = ( 감정 ) 무시

  -감정은 천박하지 않다.

  -감정이 살아나야 건강하다.

 ∙예수님의 건강한 감정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 분노 폭발 

   요 11:33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눅 19:42 울분

   요 2:13-17 상업주의에 물든 예루살렘을 보시고 ( 분노 )

  -마 3:5 병에 찌든 사람을 보시고 ( 분노 )

  -요 6장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중을 보고 ( 측은히 여김 )

   측은히 여김(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