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와 관련된 성경 구절
구약 성경
1. 죄로 인한 재앙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
Ÿ

추방당하는 인간에게 가죽옷의 선사: 창세 3,21

Ÿ

카인의 이마에 표를 찍어 살인 방지: 창세 4,15

Ÿ

노아를 통한 세상의 존속과 보존: 창세 8,21-22; 9,18-17 참조

Ÿ

바벨탑을 통해 세상에 흩어진 인간에게 아브람을 통한 새로운 약속과
축복: 창세 12,1-3 참조

2. 자비로운 하느님의 자기 이름의 계시
Ÿ

‘있는 자’ 곤경과 고통 중에 함께 있는 하느님: 탈출 6,7

Ÿ

자비와 동정의 하느님: 탈출 33,19

Ÿ

구름 속에서의 자기 계시, 하느님의 결정적 이름의 설명: 탈출 34,6

3. 하느님의 본성, 자비
Ÿ

하느님의 연민, 결심까지 바꾸는 사랑: 호세 11,8-9; 이사 54,7-8.10

Ÿ

하느님의 절대성 – 용서하시는 하느님: 탈출 34,6; 시편 86,5; 130,4;
미카 7,18-19

Ÿ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신의: 이사 7,9; 2역대 20,20

4.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Ÿ

약자 착취금지 규정: 탈출 22,20-26

Ÿ

가난한 이의 권리 보호 규정: 탈출 23,6-8

Ÿ

가난한 이에게 폭리 금지 규정: 탈출 22,24-26

Ÿ

사회복지 규정: 레위 19,11-18; 25장 참조

Ÿ

가난한 이들에 대한 축복; 1사무 2,8

Ÿ

안식일 규정: 탈출 20,9-17; 23,12; 신명 5,12-15 참조

Ÿ

희년의 규정: 레위 25,8-22; 27,14-24 참조

Ÿ

약자 보호 사상: 신명 8,9; 15,4 참조

Ÿ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규정: 신명 14,29; 15,1-18; 16,11.14;
24,10-22 참조

Ÿ

십일조에 대한 규정: 신명 14,28-29; 26,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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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언자들의 착취자들에 대한 비판: 아모 2,6-8; 4,1.7-12; 8,4-7;
6,1-14; 5,21-25; 이사 1,11-17; 58,5-7; 에제 18,7-9; 호세 4,1-3;
6,6; 8,13; 14,4; 미카 6,6-8; 즈카 7,9-10

Ÿ

하느님 약속의 대상, 가난한 이들: 이사 26,4-6; 41,17; 49,13

5. 하느님 자비의 찬미가
Ÿ

하느님 자비에 대한 칭송과 찬미가: 시편 136 편

Ÿ

시편 25,10; 36,6; 103,8; 145,8; 103,13; 9,10.19; 10,14.17; 22,25;
113,4-9; 51,3; 106,1; 107,1: 86,15; 116,5

Ÿ

지혜 15,1

신약 성경
1.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 자비의 육화
Ÿ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자비: 마태 1,23; 28,20

Ÿ

역사 속에서 약속의 성취, 자비의 현현: 마니피캇(루카 1,46-55)

Ÿ

인류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 시메온의 노래(루카 2,30-32)

2. 기쁜 소식, 자비하신 아버지의 뜻
Ÿ

복음의 선포, 자비의 선포: 루카 4,16-21; 마태 11,5 참조

Ÿ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음: 산상설교(마태 5,1-12)

Ÿ

기적을 일으키는 힘, ‘가엾은 마음’: 마태 9,36; 14,14; 15,37 (복음서
의 각 기적 사화 안에서 찾기)

Ÿ

심판의 기준, 자비로움: 마태 25,31-46

Ÿ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용서하는 예수님: 마르 2,13-17; 루카
7,34-50; 19,1-10; 18,9-14 참조

3.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 말씀
Ÿ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25-37

Ÿ

되찾음의 비유: 루카 15,1-32

Ÿ

매정한 종의 비유: 마태 23-35

4. 십자가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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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를 위한 죽음, 대속적 개념: 최후의 만찬(루카 22,14-20), 로마
8,3; 2코린 5,21; 갈라 3,13

Ÿ

십자가의 승리: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1코린 2,2; 15,3-5; 11,24;
15,1; 15,54-56; 야고 2,13)

Ÿ

하느님의 자기 비움: 그리스도 찬가(필립 2,6-11), 콜로 1,18-20

Ÿ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8.16; 3,20; 1,3; 에페 2,4-6; 2코
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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