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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27 강
말씀 / 누가복음 17:20-37
요절 / 누가복음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

1.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20a)?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습
니까(20b,21)?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때가 이른다고 하십니까(22)? 제자들은 어떤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23,24)?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겪으셔야 합니까(25)?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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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자의 때는 어떤 면에서 노아의 때와 같습니까(26,27)? 또한 어떤 면에서 롯의 때와 같습니까
(28,29)?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까요(30)?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4. 그 날에는 롯의 처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31,32)? 그 날에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33)? 
31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

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5.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던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34)?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35,36)?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37)?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
을 당할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  (없음)  
3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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