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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가장 좋은 길로 가라”
(Walk in the Good Way)



길을 걷는 여행자



(마 7:13, 새번역)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
람이 많다.

(Mt 7:13, ESV)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eas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ose who enter by it are many.



(마 7:14, 새번역) 생명으로 이끄는 문
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Mt 7:14, ESV) For the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and those who find it are few.



길(way)

문(gate)

목적지(destination)



(렘 6:16, 새번역)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
라

(Jr 6:16, ESV) Thus says the LORD: 
"Stand by the roads, and look,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find rest for 
your souls. 



갈림길(crossroad)



I.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알
아야 합니다.



(대하 34:2, 새번역) 그는, 주님께서 보시
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2Ch 34:2, ESV)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nd 
walked in the ways of David his father; 
and he did not turn aside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대하 34:15, 새번역)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
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2Ch 34:15, ESV) Then Hilkiah 
answered and said to Shaphan the 
secretary, "I have found the Book of 
the Law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Hilkiah gave the book to 
Shaphan.



(대하 34:19, 새번역) 왕은 율법의 말
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2Ch 34:19, ESV) And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Law, he tore 
his clothes.



II. 가장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렘 6:16, 새번역)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
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 보
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
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
다고 하였다.

(Jr 6:16, ESV) Thus says the LORD: "Stand by 
the roads, and look, and ask for the ancient 
paths,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find rest for your souls. But they said, 
'We will not walk in it.'



(렘 6:17, 새번역) 나는 또 너희를 지
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 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
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
겠다고 하였다.

(Jr 6:17, ESV) I set watchmen over 
you, saying, 'Pay attention to the 
sound of the trumpet!' But they 
said, 'We will not pay attention.



(렘 6:19, 새번역)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
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
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
기 때문이다.“

(Jr 6:19, ESV) Hear, O earth; behold, I am 
bringing disaster upon this people, the 
fruit of their devices, because they have 
not paid attention to my words; and as 
for my law, they have rejected it.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II.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
께로 가야 합니다.



(마 7:13-14, 새번역)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
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Mt 7:13-14, ESV)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eas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ose who enter by 
it are many. For the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and those who 
find it are few.



(렘 6:20, 새번역) "스바에서 들여 오는 향
과 먼 땅에서 가져 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Jr 6:20, ESV) What use to me is 
frankincense that comes from Sheba, or 
sweet cane from a distant land? Your 
burnt offerings are not acceptable, nor 
your sacrifices pleasing to me.



(호 6:6, 새번역) 내가 바라는 것은 변
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
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Hs 6:6, ESV)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사 1:15, 새번역)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
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
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
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
가 가득하다.

(Is 1:15, ESV)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사 1:16, 새번역) 너희는 씻어라. 스
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
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
한 일을 그치고,

(Is 1:16, ESV)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사 1:17, 새번역) 옳은 일을 하는 것
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
여 주어라." 

(Is 1:17, ESV)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plead 
the widow's cause.



(렘 5:21, 새번역)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
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Jr 5:21, ESV) "Hear this, O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who have 
eyes, but see not, who have ears, 
but hear not.



(요 3:3, 새번역) "내가 진정으로 진정
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다." 

(Jn 3:3, ESV)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요 14:6, 새번역) 나는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Jn 14:6, ESV)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



“모든 길은 지옥으로 이어진다.”



(딤전 2:5, 새번역) 하나님은 한 분이
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
도 예수이십니다.

(1Tm 2:5, ESV)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요 14:6, 새번역) 나는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Jn 14:6, ESV)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