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도하는 집 

누가복음 Luke 19:41-48 절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43.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were selling,  

46.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saying to them, "It is written, 'AND MY HOUSE SHA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ROBBERS' DEN."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And He was teaching daily in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 leading men among the people were trying to destroy Him,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and they could not 

find anything that they might do, for all the people were hanging on to every word He 

said.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며 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1-

2 절).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 왔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까이 갈 수 없고 키가 

작아(3 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4 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로 

오시며 삭개오를 불렀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했습니다(5 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 가셨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6-7 절). 이곳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이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이방인들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에 바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뿐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 



나라며 침략국인 로마를 섬기는 자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여겨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 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수군거리며 혼란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8 절, 마가복음 10:21). 이것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마태복음 5:23-26). 이것은 회개와 

같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9 절, 누가복음 16:22-30 절). 그리고 10 절에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사역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11 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절부터 27 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뜻을 잘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달란트 또는 의무를 므나(MINA)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인이 왕권을 가지려 먼 길을 가면서 한 므나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 왔을 때 결산하니 열 므나를 남긴 사람이 있고,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이 

있는데 게으르고 어리석은 한 사람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여겨 그 한 므나를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 주었기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 므나,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므나를 그냥 

가져온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은 주인을 ‘무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21 절). 주인과 늘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인과 교제를 하지 않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진 죄인이나 

악한 사탄과 마귀 같은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7 절에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자를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용서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가지고는 

두려움과 무서운 심판 즉 지옥의 형벌 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 잘부터 40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의전행사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나귀 새끼에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고(36 절),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 많은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 놓으면 

그곳을 통해 가셨고, 제자들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거나 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37 절). 그 찬양의 내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누가복음 2:14 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양 소리에 시끄럽게 여기며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소개되었던 게으른 한 므나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47-48 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41 절). 그것은 그 

성의 멸망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42 절에 “너도 오늘 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라고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날 평화에 관한 

일”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3-44 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든든했던 

예루살렘 성이 AD 70 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된 뒤 유다이아 전쟁이 티투스에 의해 진압 되면서 

파괴되는 내용을 예상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성전과 영원한 성전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5 절부터 48 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적인 성전을 영적인 성전으로 회복하는 

내용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가셨을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오면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위하여 필요한 제물을 사고 팔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의 본성을 잃어 버리고 돈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며 교제하는 곳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통하여 인간과 교제하며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하신 것처럼 성전의 본질은 제사와 예배인데 이것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제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예배나 모두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46 절). 그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교제, 죄의 용서 등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의 모든 부분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배웠고 그 

가르침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성전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 즉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47 절). 예수님 즉 영적인 성전 

되시는 예수님과 세상적인 성전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과 근본부터가 달랐고,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과 세상적인 왕을 삶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도 근본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과 성전 즉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성 즉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41 절 

“성을 보고 우시며”) 



1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43-44 절 “남기지 아니하리니”)   

1) 로마서 6:21 절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 요한복음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2 이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41 절 “성을 보시고 우시며”) 

1) 예레미야 4:30 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찌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2) 이사야 1:28 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3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신도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44 절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둘째, 성전 즉 기도하는 집, 지금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41 절) 

1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45 절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1) 베드로전서 1:15-16 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2) 요한복음 17:19 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예수님)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 장사하는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는 강도의 굴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46 절 “강도의 

굴혈을”)   

1) 디모데전서 6:10 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2) 누가복음 16:14 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3) 마가복음 14:11 절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4) 마태복음 28:15 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3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 골로새서 1:18 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의뜸이 되려 하심이요”   

2) 에베소서 1:23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셋째, 성전 즉 기도하는 집,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1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47 절 “예수님께서 날마다”) 

2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47 절 “가르치시니”) 

1) 마태복음 5:2 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2) 누가복음 13:10 절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3) 마태복음 22:33 절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47 절 “-죽일-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1) 고린도전서 1:2-3 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