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누가복음 ( 19:1-10)

삭개오는 순결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순결하지 못한   ‘ ’ . 

삶을 살았습니다 눅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 19:2 . 

대표하는 단어는 세리장 명예 그리고 부자 돈 입니다 세리장은 로마에 바칠 세금의 액수를 ( ), ( ) . 

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 , 

많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와 돈이 중심되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삶을 . , 

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 1. . (3-4 )
삭개오는 작은 키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 

오병이어 사건과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는 등의 이적들을 소문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 

만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 

올라갈만큼 예수님을 만나는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 . 

각자 어려움이나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절함 앞에서 문제가 되지 .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 잠 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 ( 8:17) ,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절 2. . (5-6 )

예수님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기 원한다 고   “ ”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오픈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집과 더불어 그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셨고 그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 

때에 삭개오는 집과 더불어 마음을 오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 . 

부르셨을 때에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사실 죄는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 ,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만 .( 4:10)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 3:20)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3. .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에  . , 

주변 사람들은 죄인 삭개오를 향하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절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7 ) 

시선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주변사람들이 , . 

오해하고 비아냥거린 것처럼 행 회심한 우리에게도 핀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9:21-22), .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비록 맞지 . . 

않은 옷처럼 불편할 수 있으나 선한 말과 행동은 점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 ,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누가복음 ( 19:1-10)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2. (Worship) ‘ ’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미친 것 전혀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19:1-10 .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 ?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2) ?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 ?

삭개오가 열어야 하는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삭개오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였습니까 4) ?

여러분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예 5) ? 

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 .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 .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 , .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6)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월 일 길찾사가 온 교회의 하나됨으로 은혜가운데 이뤄지기를 2) -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