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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본문: 누가복음 6:27-38 (Luke 6:27-38)

(레:19:18)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눅 6:27-30)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30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I.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실천이 (             ) 한 것이 아니다
(빌 2:13)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II. 우리가 세상과 (            )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눅 6:32-34)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34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눅 6:35하-36)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III. 하늘의 큰 (          )이 있기 때문이다
(눅 6:35 중)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면 

(눅 6:37-38)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38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1. (           )하지 말라

2. (           )하지 말라

3. (           )하라

(롬 5:10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