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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V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
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V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
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V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V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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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생명으로 인도

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습니까? 

  

2. 예수님은 누구를 삼가라고 하십니까(15a)? 그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릅니까(15b)?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16,20)? 

3.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어떠합니까(17,18)?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19)?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는 각각 
무엇을 가리킵니까? 

4.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21)?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23)? 

5.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각각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24-27)? 지혜로운 사람은 왜 굳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보시오. 무리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까(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