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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1년 2월 구역공과 

* 제목: 제자됨의 증거 
* 본문: 누가복음 6:27-38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대로 남을 대합니다. 나
를 홀대하는 사람에게는 홀대하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에게는 똑같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
본성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론: 주님은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사랑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27) 나를 미워
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
를 위하여 기도하라”(28) 저주는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를 모욕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9,30절에서는 원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
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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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이렇게 인간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극단적인 말씀을 우
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
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
속하십니다.(35)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토의질문: 
1.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2.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기 원하십니
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결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한다면 하나
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더 닮아 가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