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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Stage #5: Loving Jesus By Loving One Another  
      08 제 5 단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I. REVIEW: THERE ARE 5 STAGES TO GROWING IN LOVE  

복습: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일의 5 단계들 

A. The foundational premise in this teaching series is that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Jn. 15:9; 17:23). This quality of love is foundational to life in God’s kingdom.  
이 강의 시리즈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요 15:9; 17:23). 이 사랑의 질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삶의 기초적인 것이다.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B. The love in God’s heart has at least 5 expressions that are deeply interrelated.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서로 간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5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their heart.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안에 각 위는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해 다른 분들을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Spirit (Jn. 17:26).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 (요 
17:26).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서 흘러 넘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요일 4:19). 

C. Stage 1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love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way God loves within the Trinity is the only way that He loves us—He always loves in fullness. 
제 1 단계는 삼위일체 내의 관계 안에서 사랑에 대한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식이다 -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신다. 

D. Stage 2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Eph. 1:17; 3:18-19). 
제 2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엡 1:17; 3:18-19). 

E. Stage 3 is to receive an increased impartation of love for Jesus (Jn. 17:26). 
제 3 단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가된 부어짐을 받는 것이다 (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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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tage 4 is to love ourselves in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We see and love ourselves through the 
lens of Jesus’ love for us, His work on the cross, His great investment in us, and our value to Him. 
The Bible calls us both to love ourselves (Mt. 22:39) and to hate our lives (Lk. 14:26).  
제 4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서의 그분의 사역, 우리 안에 주님의 큰 투자, 그리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며 사랑한다. 
39“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1. We love who we are in Christ—our new identity in Christ and what we do in God’s will.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 인지를 사랑한다 -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2. We hate our lives—who we are outside of Christ and what we do outside of God’s will.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 미워한다 -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G. Stage 5 is to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God’s very own love (Jn. 15:12). Our love for others  
i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Jesus and one measure of the maturity of our love for Him. 
제 5 단계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성숙에 대한 
척도이다.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1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gratitude] may be full. 12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n. 15:9-12)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감사]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요 15:9-12) 

H. We will never be able to love people more than we love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We will 
forever delight in one another in the way in which God delights in His people. He wants us to enter 
into what He feels about others. He wants us to enjoy how much He enjoys them.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향해 느끼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신다. 주님은 주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지를 우리가 즐거워 하기를 원하신다. 
4But you shall be called Hephzibah…for the LORD delights in you… (Isa. 62:4) 
4너를 헵시바라 하며 …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 (사 62:4) 

I. We are to love all those whom God loves—including ourselves and those who differ from us 
socially, emotionally, intellectually, etc. We cannot love Jesus or others well if we are overwhelmed 
with the “emotional traffic” of feelings of self-hatred, rejection, comparisons, bitterness, etc.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우리 자신들과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혐오, 거절감, 비교 의식, 쓴 뿌리 등의 “감정적 요동”에 압도 
당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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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CTIVELY LOVING EVEN OUR ENEMIES  
우리의 원수들 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A. Our love for others is to extend beyond loving only the people who enjoy the same things that we 
enjoy and who treat us well. We must not only love the “cool” people—who are popular and 
influential enough to enhance our position and status, etc. Only by loving Jesus and ourselves are 
we able to overflow in love even for people who are not like us and who do not treat us rightly.  
We are empowered to love them in the overflow of the gratitude and joy of being loved by God.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동일한 것들을 즐기며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 
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확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멋진”사람 - 인기 있거나 우리의 지위와 상태를 향상 
시키기에 충분한 사람들만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서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고 우리를 바르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 조차 사랑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는다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된다. 

B. Jesus’ command to love others—even those who do not treat us well—is the highest summit of love 
and spiritual maturity. It is much more than sentiment, but also has practical actions. This command 
is praised by many, mocked by some, yet ignored by most, even in the body of Christ.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 사랑과 영적 
성숙의 최고 정점이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 이상으로 실재 행동을 요구한다. 이 명령은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몇몇으로부터는 조롱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조차 가장 무시 
되고 있는 것이다. 
43“You have heard it sai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44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45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He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46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have you? Do not even 
the tax collectors do the same?… 48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is perfect.” (Mt. 5:43-48)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뉴 킹 
제임스역]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 46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8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3-48) 

1. Jesus corrected the Pharisees’ distortion of the command to love. They limited it by taking out 
“as yourself” and adding the command to “hate your enemy.” They limited the command to 
loving only people who were nice to them (not those who troubled them) and those like them.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것을 교정하셨다. 그들은 “자신에게 하듯”은 
빼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추가함으로 그 명령을 제한 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과(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명령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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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ve your enemies: Our enemies are adversaries who seek to hurt or hinder us or who hope to 
see us fail. We are to act in the opposite spirit of those who mistreat us. (Here Jesus is not 
addressing the issue of self-defense against a criminal who physically attacks your family).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대의 영으로 행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범죄자에 대항하는 자기방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Do not even tax collectors do the same?: Greedy, dishonest, and manipulative people love 
the people who love them. Unbelievers show love to the those who agree with their tastes in 
food, music, politics, spo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and who treat them with honor.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탐욕스럽고 부정직하며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 불신자들은 음식, 음악, 정치, 스포츠, 오락과 여가에 있어서 그들의 취향과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보인다. 

4. The natural human mindset is: “If you do something bad to me, then I will do something bad 
to you. If you do something good to me, I will do something good for you.” To return evil  
for good is devilish; to return good for good is human and to return good for evil is divine.” 
(Alfred Plummer, 1852-1916) 
자연스런 인간의 사고방식은: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다면 나도 너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해줄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준다면 나도 너에게 좋은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으면 신적인 것하다.” (알프레드 플러머 1852-1916) 

5. Bless those who curse you: We are to speak words of blessing to them and about them.  
We are to go beyond refusing to answer their insult with an insult. It is surely a victory to say 
nothing negative and to refuse to retaliate against an enemy, but Jesus calls us to do more than 
keeping quiet and staying a distance from them. Some say, “I can’t even look at them in the 
meeting,” or “I refuse to be in the same room with them.” But acting in the opposite spirit of 
our enemies by loving, instead of avoiding them, causes us to face our bitterness and fear.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우리는 원수에게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야한다. 
우리는 그들의 모욕에 모욕으로 응답하길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야한다. 부정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원수에 대해 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승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로부터 조용히 침묵하며 거리를 두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도록 부르셨다. 몇 몇 사람들은 “나는 
모임에서 그들을 바라 볼 수도 없다” 또는 “나는  그들과 같은 방에 있는 것도 거부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원수를 피하는 대신에 사랑함으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 반대되는 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로 우리의 쓴 뿌리와 두려움을 직면하게 해준다. 

6.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s we seek to obey this, our feelings will change. This is 
how we experience the supernatural realm and make advances in the kingdom.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추구 할 때 우리의 감정들은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초자연적 영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보하는 길이다.  
14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20“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21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Rom. 12:14-21)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20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21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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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Our love increases as we pray for our enemies.  
It is impossible to pray for someone without growing in love for them.  
당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이 증가한다. 원수들을 위해 사랑 가운데 자라감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8. Sons of your Father: God blesses evil people because it is His nature to love. Our Father 
loves people while they are unthankful and evil; He doesn’t wait until they are grateful.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축복하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사람들이 감사 하지도 않으며 악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사할 때 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  
35“Love your enemies…[as] sons of the Most High. He is kind to the unthankful and evil.” 
(Lk. 6:35)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감사: 뉴  킹 
제임스역]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눅 6:35) 

9. Be perfect: Jesus called us to live perfectly by seeking to walk in all the light the Spirit gives.  
온전하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빛 가운데 살기를 추구함으로써 온전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III. TO SEE WHAT THE SPIRIT SEES IN PEOPLE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보는 것을 보기 

A. Paul’s prayer included the Lord helping us to see how He sees and values others (Eph. 1:18).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 평가하시는 지를 보도록 도우시는 것을 
포함한다 (엡 1:18). 
17…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 1:17-18)  
17 …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엡 1:17-18) 

B. I encourage us to pray, “Lord, let me see and feel what You see in and feel about my brother.”  
As we see even a small measure of God’s glory in a person’s life, we are to speak it to them.  
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격려한다; “주님,나로 당신께서 나의 형제에 대해 보고 계시고 느끼시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정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C. We are to see one another according to who they are in the Spirit (or in God’s eyes), not the flesh. 
We must not regard or evaluate and define others according to the flesh or according to how they 
look or how much money, influence, or gifting they have, but see their success and value in Christ.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인지(혹은 하나님의 눈으로)에 따라 서로를 보아야한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또는 그들의 외모, 얼마나 많은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재능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정의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그들의 성공과 
가치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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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16Therefore,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17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all things have become new. 
(2 Cor. 5:14-17)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6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17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4-
17)  

D.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includes agreeing with the enemy’s false narrative about others’ 
lives. T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includes agreeing with how He sees them in Christ. 
“육체를 좇아” 산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원수의 거짓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령님을 좇아”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에 동의함을 
포함한다. 
5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Rom. 8:5) 
5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5) 

1. To “set our mind” on the things of the flesh includes more than choosing vices like lust, anger, 
greed, etc. It includes agreeing with a dark narrative about the failures in the lives of others.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정욕, 분노, 탐욕 등의 악들을 선택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To “set our mind” on the things of the Spirit includes more than pursuing virtues as love and 
purity, etc. It includes agreeing with His narrative about others and how He feels about them.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사랑과 순결 등의 덕들을 추구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 지와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E. The call to love one another requires a comprehensive re-ordering of how we think and process life. 
Seeking o love people like Jesus loves us results in exposing our sin, need, and spiritual immaturity.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정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재 
조정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 필요, 
그리고 영적 미성숙들이 드러난다. 

F. God created each of us in a unique way as His workmanship (Eph. 2:10). Each person is a special 
object of His creative work, His work of art.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자신의 작품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지음을 받았다 (엡 2:10). 각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 즉 그분의 예술 작품으로서 특별한 존재이다. 
10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Eph. 2:10)  
10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 (엡 2:10) 

G. Our unity is directly proportionate to how much we see of God’s glory in the lives of the redeemed.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구속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22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Jn.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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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H. The redeemed are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y virtue of Jesus’ cross and resurrection.  
구속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덕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다. 
7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10It was fitting for Him [the Father]…in bringing 
many sons to glory…” (Heb. 2:7-10) 
7…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10…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일에…합당하도다 (히 2:7-10) 

I. From eternity past, God’s plan has been to give His people the riches of His glory as vessels of His 
mercy (Rom. 9:23-24). 
영원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주시는 
것이었다. 
23…that He might make known the riches of His glory on the vessels of mercy, which He had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24even us whom He called… (Rom. 9:23-24) 
23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찌라도 
…24 이 그릇은 우리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니라 (롬 9:23-24) 

J. The greatest problem in the Church today is a low view of God, which is inevitably followed by  
a low view of salvation, resulting in a low view of God’s people. A high view of God and His glory 
will lead to a high view of who the redeemed are in Christ.  
오늘 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낮은 관점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원에 대한 낮은 관점을 
갖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갖게한다. 하나님과 그 분의 영광에 대한 높은 관점은 
그리스도안에서 구속 받은 자들에 대한 높은 관점으로 이끌 것이다. 

K. Because all people are created in God’s image, they deserve to receive love from us (the love that 
we receive from God), even if they respond to it in a wrong way or even mistreat us.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우리의 사랑의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우리를 잘못 취급했을 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IV. THE TWO MOST IMPORTANT COMMANDMENTS: THEY FULFILL GOD’S LAW 
가장 중요한 두가지 계명들: 이 계명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킨다 

A. God's highest purposes are fulfilled as His people walk in love (Mt. 22:40).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완성된다 (마 22:40). 
37Jesus said, “‘You shall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39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40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t. 22:37-40)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39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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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 yourself: We are not called to love others “instead of” ourselves but “as” ourselves by using the 
same standard in measuring love for others that we use for ourselves.  
네 몸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 “대신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사용하는 동일한 척도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측정 함으로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부름이다. 

1. We are to seek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or in the overflow of the gratitude that have 
in being loved by Jesus in the way the Father loves Him and thus loving ourselves in His love. 
우리는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에 의해 사랑받는 자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2. We are to seek our neighbors’ benefit “as,” or “with the same focus and energy as,” we seek it 
for ourselves. To walk in genuine love as defined by God is much more than sentimentalism.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또는 “동일한 초점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 정의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감성주의 
이상을 의미한다. 

C. Hang all: Jesus emphasized how connected the two commandments are to God’s eternal purposes. 
God’s purposes as seen in the Law and Prophets depend, or hang (like a bucket on a rope), on love. 
모든 것이 걸려있다: 예수님은 이 두가지 계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셨다. 율법과 선지서들 보여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사랑에 의지 되어 있으며 사랑에 달려 
있다 (물동이가 줄에 달려 있는 것처럼). 
8He who loves another has fulfilled the law. 9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steal,” ... are summed up in this saying,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0…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om. 13:8-10)  
8…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12…whatever you want men to do to you, do al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Mt. 7:12)  
12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