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며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

제 16 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외울말씀 - 로마서 10:9-10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
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열기
태국에는 콰이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곳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느냐 못하느냐 할 만큼 그 콰이
강의 다리는 중요한 전략적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곳에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이때 영국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강
제부역을 시켰습니다. 한참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리 건설에 쓰는 중요한 장비 하나가 없어
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일분군은 지금 일하고 있는 영국
포로들을 모두 큰 마당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들이
댑니다.
‘너희 중에 다리 건설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장비를 훔
쳐간 것이 분명하다. 자진해서 나와라. 만일에 나오지 않으면 여
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

조리 쏴 죽여 버리고 말겠다!’
이런 무서운 위협 앞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은, 자기가 셋까지 셀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고 합니다. 셋을 셀 때까지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 두울~, 세에~,’
막 셋을 세려는 순간,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놈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장비를 훔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청년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
다.
질문 1 어느 날, 잃어버렸다고 한 장비가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날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진해서 앞으
로 나갔던 것입니까?
질문 2.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이 용
서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
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어떤 의밍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열기
이번 과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신앙고백적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 니다.

A* 회개와 믿음
1.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막 1:15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일어납니다.
막 10:21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중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
다. 포기와 위탁,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B*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므로 시작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 10:32~33

>>>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되
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롬 10:9-10
.

*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
앙이 중요합니다. 고백의 핵심은 예수께서 위를 위해 고난당하
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 53:4~6

*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중
요합니다.
롬 6:3~5

* 믿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했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음
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 1:12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
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요 17:3)
창 15:6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稱
義).
3.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 37:5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그분에
게 모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딤후 1:12

*내가 의탁한 것(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

C* 몸으로 믿는다는 것
롬 12:1

*머리나 가슴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 삶의 어떤 부분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고 전 인격과 전체 생
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신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
습니다.

[1] 머리부분(Logos)
머리는 지적인 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의미인데 말씀을 외우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
다. 이런 지적인 믿음은 불신자에게도 심지어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2] 가슴부분(Pathos)
가슴은 느낌을 담당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파토스는 정열을 의미하는데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풀이
죽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3] 마음부분(Ethos)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에토스는 윤리, 행동의 의미가 있습
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생의 선택, 결단, 위임을 말합니다.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 )( )하는 일이고,
결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 )( )하는 일이며
위임이란,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
다

생각열기 1.
‘믿음은 우리가 매어달리는 한 가닥의 끈이며, 그것으로써 우리가 영양
을 받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내 나름대로 묵상
해 봅시다.

***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며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
제 16 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외울말씀 - 로마서 10:9-10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
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열기
태국에는 콰이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곳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느냐 못하느냐 할 만큼 그 콰이
강의 다리는 중요한 전략적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분군이 이

곳에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이때 영국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강
제부역을 시켰습니다. 한참 다리를 놓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리 건설에 쓰는 중요한 장비 하나가 없어
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일분군은 지금 일하고 있는 영국
포로들을 모두 큰 마당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들이
댑니다.
‘너희 중에 다리 건설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장비를 훔
쳐간 것이 분명하다. 자진해서 나와라. 만일에 나오지 않으면 여
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
조리 쏴 죽여 버리고 말겠다!’
이런 무서운 위협 앞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은, 자기가 셋까지 셀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고 합니다. 셋을 셀 때까지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 두울~, 세에~,’
막 셋을 세려는 순간,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놈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장비를 훔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청년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
다.
질문 1 어느 날, 잃어버렸다고 한 장비가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날 총에 맞아 죽은 청년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진해서 앞으
로 나갔던 것입니까?

질문 2.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진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이 용
서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
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어떤 의밍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열기
이번 과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신앙고백적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A* 회개와 믿음
1.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막 1:15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일어납니다.
막 10:21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중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
다. 포기와 위탁,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B*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므로 시작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 10:32~33
>>>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행되
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롬 10:9-10
.

*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
앙이 중요합니다. 고백의 핵심은 예수께서 위를 위해 고난당하
시고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 53:4~6

*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중
요합니다.
롬 6:3~5

* 믿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했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음
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 1:12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
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요 17:3)
창 15:6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稱
義).
3.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 37:5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그분에
게 모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딤후 1:12

*내가 의탁한 것(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

C* 몸으로 믿는다는 것
롬 12:1

*머리나 가슴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 삶의 어떤 부분에만 관계된 일이 아니고 전 인격과 전체 생
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신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
습니다.

[1] 머리부분(Logos)
머리는 지적인 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의미인데 말씀을 외우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
다. 이런 지적인 믿음은 불신자에게도 심지어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2] 가슴부분(Pathos)
가슴은 느낌을 담당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파토스는 정열을 의미하는데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풀이
죽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3] 마음부분(Ethos)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에토스는 윤리, 행동의 의미가 있습
니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생의 선택, 결단, 위임을 말합니다.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 )( )하는 일이고,
결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 )( )하는 일이며
위임이란,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
다
생각열기 1.

‘믿음은 우리가 매어달리는 한 가닥의 끈이며, 그것으로써 우리가 영양
을 받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내 나름대로 묵상
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