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현대인은 하나님 따위를 믿
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기
라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

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

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

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

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

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다." 파란트로푸스

약 100만
 

년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미신에서 해방되었

고 이성의 시대가 왔으며...

시 53:1; 롬 1:21, 22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두

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

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

군거린다."

하나님이 도대
체 뭔지 난 몰
라. 관심 없어!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
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었다.

롬 1:24, 29 롬 3:15~17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고 모두 다 마른 잎사귀처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

으며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

도 없다."

사 64:6 롬 3:10, 12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

는 사람이 많다."
길

진리
생명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

이 적다."
길

진리

생명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여

야 합니다." 

마 7:13, 14 신 30:19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

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

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길은 오직 하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

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눅 18:17 요 14:6



하나님께서는 하나밖

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에 보내셔서...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

게 하려 함이었다. 요 3:16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길은 오직 하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

위가 악하므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자

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며 오히

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생명

요 3:18 요 3:19, 20



그러나 마음이 솔직한 사람

은 기쁨으로 빛에 나아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

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올바

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

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한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

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

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 3:21; 요일 1:17 시 32:1~2



"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마 25:34 요 6:40



이 소책자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늦기 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서 죄로부터의 구원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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