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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비가 되셨나요 (Are you ready?)
본문: 마태복음 25:1-13(24:45-25:13)  

(마 24:1-3)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 25:6-7)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7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I. 모든 사람이 (           )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 24:40-42)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일 5:12)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벧전 1:16)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딤전 2: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II. 남에게 (          )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태 25:8-9)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고전 3:12-15)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III. 더 이상 (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마 25:11-13)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 매일 하루의 (            )를 찍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           ) 보면서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마 24:45-47)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