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불쌍히 여기사 Felt Compassion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7:11-17절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Soon 

afterwards He went to a city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were going along with Him, 

accompanied by a large crowd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Now as He approached the gate of the city, 

a dead man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sizeable crowd from the city was with her 

13.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When the Lord saw her, He felt 

compassion for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And He came up and touched the coffin; and the bearers came 

to a halt.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15.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Fear gripped them all, and they began 

glorifying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This report concerning Him went 

out all over Judea and in all the surrounding district.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시는 그 

과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외아들을 살려 주어 한 과부에게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곳에서 행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 

가실 때에 가는 길에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1절).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백부장의 집에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2절). 이 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이 백부장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 하며 죽어가는 종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그 당시에 종은 언제든지 죽이고, 버리고, 그 

집에서 쫓아 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 종이 불쌍하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은 그 종의 육신을 



고쳐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 속에서는 그의 육신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3절). 

이 내용에서도 그 백부장의 아무런 조건 없는 종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 진 내용입니다. 그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나아온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에게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미워하는 민족 즉 침략한 이방 민족인 로마와 

특히 그 나라의 군대 대장인 백부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므로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백부장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종을 

사랑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4절)라는 

내용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5절)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려고 가실 때에 그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말씀 만으로도 자신의 집에 죽어가는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6절).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낫는 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7절).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군대에 있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자기 집에 종이 나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8절).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종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9절). 이 내용에서 본문의 내용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불쌍하셔서 그의 아들을 생명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오직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함께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는데(11 절) 그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하여 데리고 나오는데 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12절). 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13절)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장사하는 자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14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15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16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7장에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조각의 떡을 만들어 주었던 과부에게 어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는 에리야에게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 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어 그 과부의 외아들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17-24절). 이 한 과부에게 외아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한 과부에게 죽어 데리고 나온 이 외아들도 역시 이 한 과부에게 목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심정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신 엘리야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또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인간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그 복음의 진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탁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복음인데 사도바울도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18-19절)  

오는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의 근본입니다(13절) 

1야고보서 2: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 마태복음 5:7절 “긍휼히 여기는 자(복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구원)임이요” 

3. 로마서 9: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둘째, 복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14절) 

1 고린도후서 13: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2. 로마서 1: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3. 사도행전 20: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셋째,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16절) 

1 고린도후서 1:20절 “하나님의 약속(구원)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 사도행전 11: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구원)를 주셨도다 하니라”(가이사랴에 고넬료-욥바-

베드로) 

3. 누가복음 2: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