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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
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단7: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
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
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V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
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
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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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염소의 비유
1.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디에 앉으십니까(31)? (참조 단7:13,14; 마19:28)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모든 민

족을 각각 어떻게 구분하십니까(32,33)?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 그 때에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34)?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35-40)?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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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 그들도 대
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
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
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V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3.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까(41)?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42-43)? 그들은 무엇이라
고 항변했으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44,45)? 

4. 이상에서 누가 영벌에, 누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까(46)?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
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