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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당신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누구든지)

그를 믿는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멸망하지 않고

영생을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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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사랑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복음 전체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베풀어진 가장 위대한 긍휼긍휼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대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사람들많은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건조건
가장 위대한 건짐건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선물

이 사랑은 당신을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자신들에게 비춰지는 빛을 마주하고자 하는  

모든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 



믿는

사랑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사랑하사 …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상하게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놀라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잃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나 그분께서는 잃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 독생자를 주셨으니주셨으니 …
예수 그리스도 -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불한 대가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이로써 사랑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는 그를 믿는믿는 자마다 …
이 구절은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자마다’라는 단어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길을 잃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분의 아들을 개인적으로 믿으라고개인적으로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아들을 믿게 될 때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反得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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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하지 않고멸망하지 않고 …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리 떨어진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협박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변화를 받아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변화를 받아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잃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대해 침묵한 채로 있는 
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 영생을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 외에 무언가를 얻는 것” 또는 “삶을 즐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표준새번역), 로마서 6장 2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자 마자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랑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133 5430 Love at Its Greatest  Korean

GBV Dillenburg GmbH
Eiershäuser Straße 54 

35713 Eschenburg 
GERMANY

www.gbv-dillenburg.de 
www.gbv-online.org

© 2020 by GBV – with kind permission of Beröa-Verlag,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