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에 대한 첫째 가르침 

눅 6:20-26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                     1. 19. 20 주일 설교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

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

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1) 세 가지 병 

   a. 영혼의 병  

     cf)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8:21,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b. 마음의 병  

   

   c. 육신의 병  

 

 

 2) 하나님 나라 

 

  눅 6: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cf) 마 12:28,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의미다.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째 가르침 -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란?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부한 자’는 화(저주) 있는 자다. 

    

  20절 하반절, “...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란? 

 

 ∙“부요한 자”란?   

둘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린 자”가 복 있는 자요, “배부른 자”는 화(저주) 있는 자다.  

 

  21절 상반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25절 상반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주린 자”란?    

 

        cf) 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암 8:11,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배부른 자”란?   

 

 

셋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우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지금 웃는 자”는 화(저주) 있는 자다.  

 

  21절 하반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5절 하반절, “...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자”란?   

 

 ∙“지금 웃는 자”란?  

 

 

넷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욕, 버림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는 자가”는 화(저주) 있는 자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cf)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살전 2: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