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눅16:19-21]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눅16:19-21, 새번역]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눅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눅16:14, 새번역]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부자와나사로비유녜6대9-31 ) 청자 - 바리세인과제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수없다
→ 부자와나사로의ㅇ쀄一 ↳ 눅16지니 비유 .

鬱鬱뽹聯嘶뼸(Q .가난한사람은 하나님과7가합지않기 때문에죄인0쁘
) 그스一斌 질병을가진사람

.
약한자를

V 그들이가진생각에
합하지 않는 생각 !



[눅16:22-23]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눅16:22-23, 새번역]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v 이분법적인 생각을바뀌은하심 죽음이후를생각지않는
→풍성한삶으로 잘사는것인가 ? (訟州 풍요를루리는부자.0 遇卜

죽음이후도이어
잘사는것은?

. . 낙16in이 나사로.D임름이기억되는 '棚蠶
하나님이기억하시는이름 성경에서 기억하는이름

.

알고계시는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이름

죽음의 다음은 ?

Q
. 하나님의 뜻대로행하는 사람인가 ? 천국에합당한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매가리 하나님의 뜻대로해하는자 . 잘이신다

.

마마. 24-26 누가하나님나라에 갈수있습니까 ?



[눅16:24-25]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
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
로움을 받느니라

[눅16:24-25, 새번역]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
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

착각하는신앙"

니결과를볼때 ,하나님과가깝다고생각함 .

v 하나님을좋아하고 ,하나님을사랑해야한다 .

✓ 현실의 삶을즐기고 , 죽음이후를생각지 않는인생 ,

↳지금삶에서 변화되어갈것을 생각지 않는삶
.

✓ 고통받는이유가 있다

' 부자 t 뉌
.nl 가진것이 많은것이

' 나사로→ 누리지 몭함 → 음부에가야하는이유는아니다
.

부자가음부에가야하는이유 .

재물을주신이유를생각하지않았다. G 나사군가가진고난을 돌보지 않음



[눅16:26-28]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눅16:26-28, 새번역]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가는곳에 하뱀의 나라가입하기원하신다 .

하나님이 내게 주신임대와복을 나누며 살지 않았다作叫
☆부자의 문제점

.

흘려보내며
v 하나님나라를 만들어가는통로가되지 못했다 . 하나님의

행함이없었다
.

나라를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다 . 경험케해이함
.

☆하나님의최대관심사 .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틀는 !
하나님의관점 .하나님이 보는것

.



[눅16:29-31] '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눅16:29-31, 새번역]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0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
다.'"

마쓰형제로생각하지않고경쟁자로생각함 (관점이다름)
나의형제는누구인가? 사의하나님나라를

흘려보내기 7

개사O슴으로변화가없는사람은 사람이 영향력을미칠수없다
.

☆ 예수그리스도가영향을끼치지 못함. 하나님을 종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심사를갖고있나아무도없을때눅 16기4 :
나는 사후준비를하는가? 나는누구인가?

말씀의영향력가운데살아가는사람 쌀말씀이영향력을
→천국에합당한사람이다 . (형제가누구인가? )

바리세인은하뱀을좋아했어야한다.돈을좋아하는사람이다 .

사람앞에서와 앞에서다른삶을
샪챥는쎄15인가

?

나는누구를기억하려고하나 ? (하나님의관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