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루크에게서 구제의 간단한 계획
1.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루크 5:31-3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루크 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2. 그 죄악을 위한 가격이 있다!
루크 16: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루크 9:5-6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3.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죽고 지불했다!

루크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루크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루크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었다!

4. 구제는 좋은 일 옆에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물, 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한 신의 낱말, 그리고 혼자 신망 예수를 가지고 가야 한다!
Acts 4:12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Ephesians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딛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5. 당신은 혼자 그리스도에 있는 당신의 믿음 및 신망을 둬야 한다.
루크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루크 18: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9,10,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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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