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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 

혹은 지인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한 두 번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고 싶어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

음이 최후의 소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이름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손

을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강력할 뿐만아니라 비밀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

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삶이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죽음 저 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은 

적절하게도, 우리가 온 일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노예처럼 사

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죽음이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이 인류 안에 주입해 넣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귀, 사탄이 사람을 속이고 사탄 자

신에게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사람을 중독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창조된 사람의 영은 죽게되고, 사람의 혼, 특히 생각은 하나님

에게 원수가 되었고, 순수한 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사람의 몸은 죄로 오염되

어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들을 위

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

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심판을 



Bibles for America (BfA)는 미국 전역에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P.O. Box 17537, Irvine, CA 92623.  888.311.0571

© 2015 Bibles for America. 모든 내용은 저적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WWW.BFA.ORG/KO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번째 죽음을 맞게 될 것인

데, 그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불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삶을 사

셨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러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삼일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은 죽음의 능력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

던 죽음의 능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누구에게나 

유용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승리하는 생명, 죽

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갖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오늘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에는 두번째 죽음, 곧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

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5)

 

주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

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오

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와 저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안으로 들어 오십시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