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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쓰여졌기에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림차순으로 14 대씩 3 부분을 나눠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말해 줍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에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터 하나님에께까지 올리차순으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1.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

복음, 1 장)과 (

복음,

3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마태복음의 대상 : (

-

“(

다윗의 자손인 예수

들)

)의 자손이요. (

그리스도의 계보는

)의 자손인 (

)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 1:1).
압제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메시야가 바로 다윗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멋있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구세주가 바로 (

)이십니다”라고

)의 자손 이라 언급했던 것입니다.

2.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언급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의 무엇인지
마태복음 1:1-17 절까지 읽어 보시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ㄱ.

(

)

: 며느리

ㄴ.

(

)

: 창녀

ㄷ.

(

)

: 모압여인, 며느리

ㄹ.

(

)

: 우리아의 아내

ㅁ.

(

)

: 요셉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님

-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왜 위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 되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미님 외에 4 명의 여성들은
신성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이러하다. (마 1:1,
새번역)

: 유대인들에게 다윗왕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강조하기 위해서 (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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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쓰여졌기에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림차순으로 14 대씩 3 부분을 나눠서 나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말해 줍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에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부터 하나님에께까지 올리차순으로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1.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 장)과 (누가복음,
3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마태복음의 대상 : (유대인들)

-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 1:1).
: 유대인들에게 다윗왕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메시야가 바로 다윗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멋있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이라 언급했던 것입니다.

2.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언급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의 무엇인지
마태복음 1:1-17 절까지 읽어 보시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ㄱ.

다말

: 며느리

ㄴ.

라합

: 창녀

ㄷ.

룻

: 모압여인, 며느리

ㄹ.

밧세바

: 우리아의 아내

ㅁ.

마리아

: 요셉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님

-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왜 위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 되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미님 외에 4 명의 여성들은
신성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존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죄의 종이 될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 1:1,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