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석 위에 지으십시요 

눅 6:46-49                                                                              2. 9. 20 주일 설교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1. 집 짓는 비유 - 좋은 집 vs 좋지 않은 집 

 

 - ‘집’이 의미하는 것은?   

 

 - ‘탁류’가 의미하는 것은?  

 

 

2. 좋은 제자 

 

첫째, 좋은 제자는 기초(기본기)를 잘 닦아야 한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49절, “...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기초란?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앙의 기초란?   

 

     삼상 15:22,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겔 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둘째, 좋은 제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 ‘반석’이란? 

    고전 3:10-11,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cf) 우리 안에 깨뜨려야 할 반석 = ‘나’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 7: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사역이란?  

 

      눅 17:9-10,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3.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단계 

 

47절,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첫째 단계, “내게 나아와”... 

 

   -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 

 

 

둘째 단계, “내 말을 듣고”... 

 

   - 묵상과 기도 

 

 

셋째 단계, “행하는 자” 

 

   48절 하반절, “...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