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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기와 질투 극복하기          GMP 총회 멤버케어 특강(2021. 9. 3)

<들어가는 말>

① 시기, 질투의 죄가 무섭고 끔찍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죄에 빠지면서도 그 사
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② 가정, 직장,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③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빈번하게 범하는 죄가 바로 시기, 질투의 죄이다. 
④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생애를 다 드렸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도 예
외가 아니다. 
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정도와 모양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시기, 질투의 죄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⑥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련된 속담
이 많이 생겨났다. 
⑦ 시기, 질투의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쉽게 그 죄에 빠지면서도 그 사실을 잘 인식하
지 못한다는 점과 그 죄의 강력함, 그리고 결과의 심각함 때문이다. 

시기, 질투는 어떤 죄인가?  

(1) 우리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무효로 만드는 죄악이다.

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진 장점과 가능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쇠퇴하게 된다. 
② 결국에는 그 모든 장점과 가능성이 무효로 돌아가고 만다. 
③ 시기, 질투는 주로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이나 쑥덕공론으로 나타난다. 
 * 화가 지오토 디 본돈(Giotto di Bondone)이 그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모습: 소문이
나 스캔들의 기미를 찾아내어서 듣는 큰 귀와 다른 사람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독사의 혀
를 가진 사람.
④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장점과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2) 시기, 질투하는 대상에 묶여서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악이다.

① 시기,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되는 죄악으로 그 대상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에
너지를 다 빼앗기게 된다.  
 * 사무엘 존슨  “시기, 질투는 그 불쑥 솟아오르는 욕구를 잠재울 수 없는 유일한 감정이
다.” 
 * 잠 27:4  “분(忿)은 잔인하고 노(怒)는 창수(漲水, 범람하는 물)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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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서리요”
 * 아 8:6  “…질투는 스올(음부)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 잠 14: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② 시기, 질투의 죄악에 빠지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기쁨과 
만족한 삶이 불가능하다.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3)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이다. 

① 시기,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②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마귀의 꾐에 넘어가서 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③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지혜”인 간사한 
지혜가 나타난다. 
④ 다른 사람들을 깎아 내리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도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귀의 간사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다. 
 * 약 3:14-15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
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⑤ 시기, 질투는 마귀로부터 오기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나타난다. 
 * 약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시기, 질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1.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다. 

① 시기, 질투의 죄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우상 때문이다. 
②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③ 행동만 고치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고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 눅 6:43-45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
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
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
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④ 마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이다(겔 
14:1-5; 마 6:19 이하; 약 4:1-10). 
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⑥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며 인간의 마음은 예배하는 센터이다. 
 * 존 칼빈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우상의 생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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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내 마음에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⑧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결정된다. 
⑨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며 예배의 문제이다.  
⑩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나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것이다. 
⑪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마음의 우상들은 우리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
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의 우상을 다루어야 한다. 
⑫ 욕망(desire),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기, 질투는 우리의 욕망이 타락한 모습
으로 나타난 것이다. 
⑬ 나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욕구를 드러낸다. 
⑭ 우리가 시기, 질투의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
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⑮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의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2.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①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시기, 질투에 대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시작된다. 
③ 시기, 질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진리 앞에 녹아 없어진다. 
④ 시기, 질투는 많은 경우에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있
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 
⑥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다. 
⑦ 그 결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있는 모
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비교 의식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①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시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③ 사람은 각자의 독특함이 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
다. 
④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활용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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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⑥ 그러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 때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당당하고 힘 있게 살 
수 있다. 

4.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① 시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
서는 안 된다. 
② 시기,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며 축복해야 한다. 
③ 그때 우리는 시기, 질투의 유혹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④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의 타락한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맺는말>

<강의 적용과 나눔> 

1. 강의를 듣고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2. 당신은 이제까지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무섭고 강력하고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올바르게 반응해 왔는가? 실패한 경우와 승리한 경우가 있다면 나누도록 
하라. 

3. 시기, 질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
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