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V15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
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
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V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
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
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
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출 3:6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2020년 마태복음 제 34 강 
                                                
말씀 / 마태복음 22:15-46
요절 / 마태복음 22:37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15-17)?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를 어떻게 피하셨습니

까(18-22)?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2.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23-28)?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29,30)? 예수님은 어
떤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하십니까(31-33)? (참조 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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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
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일4:9-11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V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
도 없더라 

3.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34-36)?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7-40)? 우리가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참조 신6:4,5; 
요일4:9-11)  

4.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으며,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41,42)?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
합니까(43-46)?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