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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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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1. 두 형제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13)?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임을 지적하셨습니까(14,15)? 사람의 
생명과 소유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오.  

2.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16-19)?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떤 점에
서 어리석은 자입니까(20)?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21)?

3. 제자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22)?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23)? 예수님은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
니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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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

4. 염려는 왜 무익합니까(25,26)? 우리는 왜 의복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27,28a)?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28b)? 

5. 제자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29,30)? 제자들은 다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1a)?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31b,32)?

6.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둘 수 있습니까(33a)? 그것은 얼마나 안전합니까(33b)? 보물과 마음의 관계가 
어떠합니까(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