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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2017년 누가복음 제 10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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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행하는 자

1.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20,21)?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할 때 왜 복이 있습니까
(22,23)? 어떤 자들은 화가 있습니까(24-26)?

2.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27-31)?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32-34)? 원수를 사랑하고 선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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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3. 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37a)? 용서하고 줄 때 무엇을 받게 됩니까(37b,38)? 

4.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39,40)? 형제를 비판하는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41,42a)?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42b)?

5.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각각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43,44)?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
니까(45)?

6.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46,47)?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
과 같습니까(48)?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