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자>     

일본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조영상 목사 

세가지 색깔의 교통신호등과 이발소의 회전광고등은 세계 어데서나 공통의 표시이다.아울러 

십자가첨탑은 모든 기독교의 심볼이다.십자가를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 도 없고 존재하지 

도 않는다.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십자가는 신자들을 바르게 살게하는 생명의 근원이며 

최고의 은혜다.한자의 은혜 혜(恵＝♰＋思)자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몸에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교회건물에 높고 크게 장식하기 보다 우리 

의 가슴과 일상생활에서 자기희생의 십자가를 장식하고 살아가야 하겠다.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하셨다.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아실현,성공,번영,정상을 목표한다는 명목하에 마음을 

빼았기고 각종 이기주의와 탐욕과 자기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십자가와는 동떨어진 변질된 

신앙인이 되고 있다.십자가를 상실한 기독교는 각종 신비주의와 구복신앙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이단집단과 이기주의적인 종교인들을 만들어 낸다.십자가 없는 신학은 진리를 떠난 

학문이고,주관은 독선이 되고,열정은 욕심이 되며,자신감은 교만이 되며,사랑은 집착이 

되며,은사는 비교정죄의 도구가 되고,목회는 권위적이 되며,신념과 사상은 각종 폭력이 된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 매일의 삶 전체를 

송두리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 중심이였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  사도바울도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2;20).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 3;10)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 14 ;7)”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밖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슴이라(고전 2;2)”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꼬는 인간의 자기중심이 원죄(SIN) 이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아를 부정하고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 했다.예수의 부활생명 

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목사(牧師)는 牧死가 

되고,사모(師母 )는 死母가 되고,장로(長老 )는 葬老가 되고,선교사(宣教師 )는 善教死가 



되고,전도사(伝道師 )는 伝道死가 되고,권사(勧士 )는 勧死가 되고 집사(執事 )는 執死가 

되고,교사(教師 )는 教死가 되고,간사(幹事 )는 幹死가 되어 예수님의 자기희생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란다.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초점이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조영상일본선교사가  16 만 도시 이시노마끼시에서 20 개 

(교회와 선교단체)공동체와 연합하여 도시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yongsangjo@hanmail.net (001-81-90-9343-7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