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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V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
려하라  

V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V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갈5: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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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1.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1-2)?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3,4)? 비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5)? 

2. 제자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6)?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3.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7)?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8)?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는 어떤 분이십니까(9-11)?   

4. 우리는 남을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12)?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어떤 점에서 ‘율법과 선지자’ 입
니까? (참조 마22:39; 갈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