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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예수님의 회복  

  1. 속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과 불화, 인간사이의 갈등과 오해, 범사엔 저주가 

가득 찼고, 질병은 온 땅에 창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생명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이 대신 속죄피를 흘렸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은 완전하여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깨끗히 

씻어버렸습니다(히 9:12).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질병으로찌들은 인간의 육체,   죄로 더럽혀진  저주된 땅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 정결케 되었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히 9:22)”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궁정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죽으실 때까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각 

장소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 마음의 안식의 회복 -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앞에 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냐?하는 무서운 기로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며 애써 기도하셨읍니다.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 : 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 : 43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누가복음 22 :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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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22:44 (NASB)   

    And being in agony He was praying very fervently; and His sweat became like drops of blood, 

falling down upon the ground.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뿌려진 이 깨끗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뜻대로 마옵시고 내원대로 하옵소서” 하여 타락하였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내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순종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타락이후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10 :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Hebrews 10:22 (KJV)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from an evil conscience, and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에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쫒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준비가 되었습니다(엡 4:22).  에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며 흘리신 피는,  아담이후  오염된 인간의 모든 마음을 깨끗케 하기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3.  범사의 안식의 회복  

 

  그러면 예수님은 범사에 저주를 어떻게 그 몸에 담당하셨을까요?  

  막 15: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빌라도의 궁정에서 로마 병정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위에  씌워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선 피가 흘려 내렸습니다.  

창세기 3 장 18 절에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한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의 가시 면류관이 그의 머리에 덮혀 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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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와 엉거퀴로 만든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 온 얼굴을 적시고, 저주 

받은 땅위로 흘러 내렸습니다.  

온 땅의 저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에서 흘러 내린 피는 온 땅의 저주를 속하기 위해 흘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 

내린 피는 온 땅을 적시었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 가정에 에수님의 피가 속죄하기 위해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정, 사업체, 직장에는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사업터엔 가정엔 직장엔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습니다. 땅은 수고한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수고를 멈추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자신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짐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4. Immortality 의 회복: 질병에서의 구원  

    

마가복음 15 :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밖히게 넘겨 주니라(막 15:15)”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 내리치는 로마의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그 피는  우리가 병고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궁정에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 내린 피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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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자신의 질병으로 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치신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의 공포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  

   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 년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메시야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예언을 하였읍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음은 healing 으로 병고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 :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 :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영적 부활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성됩니다. 이것을 지시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 4:16-17 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것으로 신령하여,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침이란 말은 “보증”의 의미로서 육체 

부활의 보증이라 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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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 :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구약에서는 안식이 날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지만, 신약에서의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면 에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아에서의 

해방을 통한 인류의 완전한 구원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유유자적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다음 요소들을 우리의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안식의 조건 : 죄없음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오면  안식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히 3 :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는 급히 급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동인 : 믿음 

안식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킨다는 믿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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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0 :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 :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 :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갑니다.  

히브리서 4 :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 안식의 증거 : 평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 66 :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마음의 평강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증거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강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 안식의 능력 : 담대함 

히브리서 4 :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리리 바다 앞에서 담대하게 잠잠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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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교제하듯 하나님과 아담은 언제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성령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 나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약> 

 

        타락전                                         타락후                                      회복후 

 

 

                                                   * 죄의 내주                                    * 죄에 대해 죽다 

영혼(평화)       죄                           *처벌의 두려움과                            *  종교적 노력 

                      가                           정당성을 주장                                   (자력구원) 

                      들 

범사(예비)       어            불안          네 스스로 예비                                  하나님의 예비 

                                                (가져야한다.쌓아야 한다) 

                     옴 

                      

건강(불사성)                                    사성(Mortality)                                 * 신유 

                                                                                                *영생의 취득과 몸의 부활  

   

 

<결론>  

우리의 구원은 영적 구원 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평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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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하질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기 역학의 

원리가 이용될 때 저 거대한 비행기가 사람을 가득싣고 하늘에 띄어 오르듯, 우리의 생활도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완전한 구원의 축복으로 날아오를 수 있읍니다.  

 

인생의 균형은 안식 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성공적인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크리스챤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나 café에나, Blog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http://blog.daum.net/shk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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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