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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이 곧 사랑이다 <관계의 법칙>-(3)
본문: 야고보서 3:2 (James 3:2) 

I.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말은 우리 인생의 (            )을 결정한다(3-4절).
(약 3:3-4)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롬 10:10)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             )할 수 있다(5-8절).
(야고보서 3:5-6)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3. 말은 나의 실제 (            )을 드러냅니다(9-12절)
(약 3:9-10)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 12:34-35)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II.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가

1. (               )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Honest Words
(엡 4: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고전 13: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2. (              )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Careful Words

1) (             )를 조절하라
(엡 4:26-27)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 (             )을 피하라
(잠언 16:28)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잠언 11:13)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3) 말을 (             )하라
(잠 17:28)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3. 남을 (             )주는 말로 사랑해야 한다: Building Words
(엡 4:29)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약 1:1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THINK
Truthful: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Helpful: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Inspirational: 내가 하려는 말이 
남을 세워주는 말인가, Necessary: 내가 하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Kind: 내가 말하는 태도가 친절한가

(시 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 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약 3: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