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눅 7:18-35                                                                              3. 1. 20 주일 설교  

 

1. 예수님은 누구신가  

 

1)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9-20절)  

 

   - “오실 그이(분)”이란, 메시야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 

   

        cf) 시 118: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 

              단 7:13, “...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  

 

 

2) 예수님의 대답    

  a. 행함으로 대답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cf) 고전 4: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b. 말씀으로 대답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cf) 사 35:5-6,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사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Q)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딤후 3:15,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16, “모든 성경은 ...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1)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a.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24/25/26절, “...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b. 예수님의 대답과 칭찬 

     26절 하반절, “...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8절, “...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c. 예수님이 요한을 극찬하신 이유 

     27절, “...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칭찬 

   28절 하반절, “...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요한)보다 크니라..” 

 

 

3) 두 부류의 사람들 

  

 -  ‘모든 백성과 세리들’(29절)   vs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30절)   

 

  a. 요한의 세례 여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 요한의 세례란?    

       눅 3: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b. 두 부류의 결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c.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4) 결론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