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요한 성경구 들

“이때부터 수께서 비로소 하여 가라사 회개하

라.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사람에게가장필요한일은죄를회개하고하나님이

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비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고생명으로인도

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착하여 찾는 이가 음이니라”

(마 7:13-14).

모든사람은이둘 하나의삶을살고있습니다.여러

분의 삶은 어느 쪽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내가

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생은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입니다.그러나 수께

서는 내게 오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수님은하나님의사랑의표요,그가오신목 은믿는

자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함입니다.

“ 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수그리스도는사람이그를통해하나님과그의나라

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 수그리스도를믿으라.그리하면 와네집이구

원을 얻으리라”(행 16:31).

사람이구주 수 그리스도를믿으면그와 그의 온 가

족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 인과헬라인들에게하나님께 한회개와우리주

수 그리스도께 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 20:

21).

모든사람에게가장필요한일은자신의죄를회개하고

주 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사람이죄를범하 으매하나님의 에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

미암아하나님의 은혜로값없이의롭다하심을얻은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죄때문에비참해진인생은 수그리스도를통해하나

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이니라”(롬 6:23).

죄의 가는불행한죽음이지만,하나님께서는 수그



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 희가 에는양과같이길을잃었더니이제는 희

혼의목자와감독되신이에게돌아왔느니라”(벧 2:25).

우리도과거에길잃은양같이방황하는인생이었으나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 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나는 아무

낙이없다고할해가가깝기 에 의창조자를기억하

라,”“흙은 여 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

님께로 돌아가기 에 기억하라”( 12:1,7).

사람은죽기 에,아직 고기력이있을때,창조주하

나님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 하시되 오라,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희죄가주홍같을지라도 과같이희어질것이요진

홍같이붉을지라도양털같이되리라. 희가즐겨순종

하면땅의아름다운소산을먹을것이요 희가거 하

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여호와의 입의 말 이니

라”(사 1:18-20).

어떤큰죄를범한자들이라도하나님께로나오기만하

면 깨끗이 죄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땅끝의모든백성아,나를앙망하라.그리하면구원을

얻으리라.나는 하나님이라.다른 이가 없음이니라”(사

45:22).

세상의어느곳에서든지모든사람은유일하신참하나

님을 앙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

리의죄악을인함이라.그가징계를받음으로우리가평

화를 리고 그가채 에맞음으로우리가나음을입었

도다”(사 53:5).

주 수그리스도께서십자가에못박 죽으심으로우

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 희가어 하여 양식 아닌 것을 하여 은을 달아 주

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하여 수고하느냐?나를 청종

하라.그리하면 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희 마

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2).

혼의만족을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 살지말고 하

나님의 말 을 들음으로 복된 좋은 것을 얻읍시다.

“ 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가까이 계실

때에그를부르라.악인은그길을,불의한자는그생각

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그리하면 그가 휼히

여기시리라.우리하나님께로나아오라.그가 리용서

하시리라”(사 55:6-7).

하나님을만날만한때,그가가까이계실때,그를찾고

부르면,그가 그 를 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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