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선생과 같으리라 Be like the teacher 

본문, 누가복음 6:36-40 절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37.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an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pardon, and you will be pardoned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They will pour into your lap a good 

measure--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For by your 

standard of measure it will be measured to you in return."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And He also spoke a parable to them: "A blind man cannot guide a 

blind man, can he?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A pupil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after he has been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 신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주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13-16 절).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하고, 반면에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20 절부터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주린 자들, 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므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24 절부터 26 절까지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하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배부른 현대교회의 

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8 장 36 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 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지금 제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교과서처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교과서가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35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36 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35 절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절)라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지금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한 성도 중에 

스데반집사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실 때 역시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7 장 60 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운명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7 절에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 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때 “후하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요한 계시록 22 장 12 절에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 장 27 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40 절에 

“제자가 그 선생님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님과 같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온전케 된 자는”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선생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36 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1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 시편 116:5 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 누가복음 10:37 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하시니라” 

2.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 느헤미야 9:31 절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 시편 145:9 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 야고보서 2:13 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3.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요한 1 서 4:16 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 요한 1 서 4:11 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둘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37 절 “용서하라”) 

1.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 요한복음 14:11 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 요한복음 15:10 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 예수님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 요한복음 5:39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 

디모데후서 3:15 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 마가복음 1:38 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 마태복음 

11:1 절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셋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줘라 고 하셨습니다(38 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1 나에게 가치가 되는 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 마태복음 14:15-16 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 - -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2.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 누가복음 

18:22 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시되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 고린도후서 9:8-9 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시편 112:9 절) 

3. 예수님께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10:8 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고린도전서 2:12 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데살로니가전서 2:4 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야고보서 1 장 27 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