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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17 강
말씀 / 누가복음 9:46-62
요절 / 누가복음 9:62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1. 제자 중에서 무슨 변론이 일어났습니까(46)?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47,48)?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46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

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2. 요한이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금했습니까(49)? 예수님은 왜 금하지 말라고 하
십니까(50)? 

49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
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3.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자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51)?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52-54)? 예수님은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요
(55,56)?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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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소원을 말했습니까(57)? 예수님은 자신이 왜 머리 둘 곳이 없
다고 말씀하셨습니까(58)?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59a)? 그는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59b)? 예수
님은 무슨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60)?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
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
고  

6. 또 다른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한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까(61)?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
치 않습니까(62)?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

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