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 죤에게서 구제의 간단한 계획 
 

 

예수는 왜 죽었는가? 
 

1. 남자는 본래 (틀린) 악을 한다. 
 

요한1서 1: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존 3:19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2. 그 성격에 의하여 우리는 비난된다. 
 
존  6: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존 3: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존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신의 죄악을 위한 비용이 있다! 

 

3. 예수는 세계에서 이고 그는 저희를 위해 죽었다. 
 
존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존 3:16-17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존1:10,12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4.   구제는 좋은 일 옆에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물, 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신의 낱말, 그리고 혼자 신망 예수를 가지고 가야 한다! 
 
행위 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엡 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딛 3: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5. 당신은 주에 믿어야 하고 영원한 생활을 보낼 것이다! 
 
존 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존 6: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존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도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이 기도는 그 분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 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제 구원을 위해 오직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 즉 영생의 선물을 감사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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