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요 

눅 6:37-45                                                                              2. 2. 20 주일 설교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

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

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

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

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1. 마음의 그릇 

 

Q)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은 무엇일까?  

   

 

2. 본문 해석  

 

1) “원수(같은 자들)를 사랑하라”(27절)   

 

   -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2) 37-38절 = 네 가지 명령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분별력과 판단력’  vs  ‘비판과 정죄’ 

 

 

    Q) 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cf)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cf) 골 3:13-14,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엡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cf) 마태복음 18장,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야기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마 18:32-33)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절)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칙 

 

 

3) 39-44절   

 

 39-40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 Q) 나는 참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가?   

 

 

41-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 

          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 

          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 Q)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43-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 Q) 좋은 나무는 좋은 제자, 좋은 성도이다.  

        내가 좋은 나무라면, 내가 맺을 좋은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 결론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 결국, 마음이 문제이다.  

   남을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