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눅 6:27-36                                                                             1. 26. 20 주일 설교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

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

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1. 지난 주 Review 

 

-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2.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두 번째 가르침의 주제 = ‘관계’  

 

Q) 하나님과 맺는 관계   vs   사람들과 맺는 관계, 무엇이 어려운가?  

 

 

1)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a. ‘원수 같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7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 네 겉옷을 빼앗는 자” 

      30절, “늘 언제나 ‘다오 다오’하는 자..., 네 것을 가져가는 자”  

 

   b.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줘라” 

            “네가 달라고만 하는 자에게 줘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2)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cf)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32-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 세상 사람들(죄인들)과는 다른 수준 

 

 

 

4)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첫째,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둘째, “그리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롬 12: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 11: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cf) 다윗  

           대상 22:8,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5)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 결론    

 

요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