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 남자가 관중의 호기심과 
조롱에 둘러싸인 채 나무로 된 십자가에 범죄자처럼 못 
박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돕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사랑에 관한 사람들의 답변은 그를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남자는 어떻게반응했을까요? 그는 
끔찍한 고통과 가슴아픈 조롱을 참을성 있게 견뎠습니다. 
울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의 
증오보다 강렬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로 3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은 
이유입니다. 이 고통의 울부짖음은 예수님께서 겪고 계셨던 
깊은 괴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개인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3시간 후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도하려 하심이라.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멸한다면, 죄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모든 행동은 사후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오늘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은 그분을 심판자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과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믿으라고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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