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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각오로�믿는가?�
요�12:24-2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만나보기 원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리스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영향을 받은 친 유대교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 입각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spare yourself),” 즉, 예수님에게 임박한 위기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구할 것을 말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을 쫓는 제자들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 청년부 리더십들의 예 
 
둘째, 예수님은 고난이 아닌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요 12:23,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시지 않으시고, 그 후 받게 
될 영광에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셀 수 많은 영혼들, 즉 열매에 집중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언뜻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 받는 
자리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2:31,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 십자가의 역설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에게 예수님은,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팬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요? 
2. 나는 가장 중요한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3.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 길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