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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원으로 가는 좁은 문
본문: 누가복음 13:22-24 (22-30)

(눅 13:23상)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마 7: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I. 구원의 문은 (            ) 문이다

(눅 13:24상)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으로 가는 문의 가장 큰 특징은 문이 좁다는 것이다

(눅 13:26-27상)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

(롬 1:17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갈 5:6)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창 15:6) 

(약 2:23-24)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창 15:6),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24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II. 구원에는 (             )이 있다

(눅 13:24-27)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III. 구원에는 (              )이 있다

(눅 13:28-30)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30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오히려 구원 받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