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리 가  가 야  할  길 ”
(마태복음 7:13-14)

■ 들어가는 말 
   내가 가려는 길은 늘 다니던 길입니까, 새로운 길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 (13a절)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 (14절)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3.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좁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그 길은 오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힘든 길입니다

    ②그 길은 너무 협소해서 짐을 들고 나갈 수 없고 겨우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4.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것도 버리지 않는 삶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5.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사역의 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 순간마다 넓은 길로 가려는 나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은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을 밝히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기꺼이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