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 구 와  응 답 ”
(마태복음 7:7-12)

■ 들어가는 말 
   나는 매사에 적극적인 편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7절)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2.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 (11절)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3.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황금률(황금과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 (12절)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4.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5.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더욱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에 따른 응답이 있을 때 기쁨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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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