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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1년 8월 구역공과 

* 제목: 제자가 되는 길 

* 본문: 누가복음 14:25-31 

서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아
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공로도 선행도 필요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오해해서 믿고 
난 이후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본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
면 가족들과 자기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26) 이 말씀
은 중동지역 셈족언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사랑
하라는 말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
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기 자
신보다도 주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27)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로 죽음과 고통과 치욕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고난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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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댓가를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33)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
르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린다는 말의 본 뜻은 작별한다
는 의미입니다. 작별하면 다시 보지 못합니다.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마6:21)

토의질문: 

1.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많

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2.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특별히 내가 감수해야 할 고난과 희생은 무엇

입니까? 

3.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 사람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
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영생교
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