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생  나 무 의  열 매 ”
(마태복음 7:15-23)

■ 들어가는 말 
   농작물을 재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며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1.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15절)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2.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 (16절)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3.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심판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21절)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4. 본문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5.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만족을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혹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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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