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제자로 택한 사람들 

눅 6:12-16                                                                             1. 12. 20 주일 설교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

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 review  

 

  ∙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지킨 사람들   vs   정결케 된 사람과 안식일에 회복된 사람  

 

     그 차이는? 

 

 

2.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2)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3. 열두 제자 

 

14-16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제자를 뽑지 않으신 이유 

 

첫째, 그들은 영적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 영적 교만은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마 15:14, “...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째,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 23:27-28,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십일조 

     마 23:23,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눅 18:12, “나는...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cf)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 3:10, “...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심  

     눅 16:13, “...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2) 예수님이 제자로 택한 사람 

 

 첫째,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둘째, 속을 다스리고 가꾸는 사람 

 

 셋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4. 왜 가룟 유다를?  

16절 하반절, “...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cf) 약 1: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 4:23,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5. 결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