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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시편 16:1-11 

본문: 로마서 5:12-21 

제목: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처방과 마귀의 속임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 없기에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항상 육신에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같은 병균들이 들어와서 육신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치유받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인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여적인 

바이러스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는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한 사람인 아담 이전에 다른 존재로부터 

아담에게 온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요일 3:8) 

 

      그렇다! 성경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 최초로 죄를 지은 루시퍼인 마귀가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세포를 죽이는 영적인 

암세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가 바로 “죄”라는 존재라는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에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롬 5:12,14)고 증거했다. 

 

      그렇다! 사망을 가져다 준 죄는 어느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세상의 어떤 의사도 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죄”라는 바이라스를 죽여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죄가 감염되면 그 

육신을 죽이기 번에는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이세상에 

나타나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전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들을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통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새 생명을 

받게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다시오실 때에 죄도 없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어느누구도 사망의 원인 되는 처방 

약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록 온갖 

술책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속이는 가장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다면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유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멸망 길로 가고 있는것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땅이 

되어버렸다. “사망”이라는 존재는 부정적인 것 

자체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들 결국 마지막은 

부정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긍정적인 생각”(Positive Thinking)에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부정적인 세상에서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수인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 가운데서진리를 붙잡는 것”(롬 1:18)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이 세상은 온톤 

불의밖에 없는데 그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진리를 찾아보아야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인 

과학이나 철학처럼 죄인들이 만들어 낸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긍정저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들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야말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의 죄를 자신의 피로 

제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지난 육천 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져온 자신을 따라 살다가 

그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함께 가시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믿지 않는 자들의 마으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후 4:3,4) 

 

       그렇다! 진정한 긍정의 힘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왕국에 

들어갈수 없으며 평생동안 부정(negative) 속에서 

긍정(positive)를 찾다가 영원한 부정인 

사망(death)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이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군림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리마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롬 5:21)고 

증거했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6-24-2012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6:1-11 
Main scripture: Romans 5:12-21 
Subject: The remedy of God for sin and death, and 

the deception of the Devil 
 
        Men that are born in the world with dead spirit 
are supposed to live for the mortal body. They cannot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dead spirit; and they 
cannot understand fundamental spiritual problem. 
They only go to their doctors to be healed whenever 
they are affected by bacteria or viruses in their body; 
and go to pharmacy to receive medicines according to 

prescription.  
 
     Through the main passage, the Holy Ghost explains 
about the fundamental reason of death that is brought 
forth by sin that is fatal virus called as “sin”. And the 
sin entered into the world by one man, and spread out 
the whole worl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some 
other one that brought forth to Adam in the world: 

“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1John 3:8) 

 
       Yea! The scripture says that the Devil called 
Lucifer brought forth the sin 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that is the fatal virus. And the fatal virus is the 

spiritual cancer cell killing the spiritual cell that gives 
the eternal life. In other word, the virus of the cancer 
cell that takes away the life of the body is the “sin”.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d: 
“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Nevertheless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em that had not sinned after the similitude of 

Adam's transgression, who is the figure of him that 
was to come.”(Rom. 5:12, 14) 
 
          Yea!  No one can take away the sin that has 
brought death. Any other physicians cannot take away 
and kill the virus, called sin that bring forth death. 
Once the sin is affected, the sin cannot be taken away 

unless the body is killed. For this reaso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Adam in this earth, and took 
all the viruses of sin in his body, and died on the cross 
to kill the virus of sin, and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Therefore, whosoever repent an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o receive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his blood could receives the new life within 
him through the revival of his spirit. And he shall have 

a new body that is no more sin and is not corruptible 
as well as immortal, when Christ comes back to the 
earth. 
 
       But, the Devil, the prince of this world that 
brought sin to the world has been deceiving people 
using many kinds of crafts so that they may neither 
hear of the blood of Christ nor believe that is the 

medicine that is the remedy of death; and so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receive the eternal life.  In the last 
days, one of the worst deceptions of the Devil is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is word is so much 
popular not only in the secular word, but also in the 

church of God. So many people are deceived by the 
Devil sitting in the church to death in the hell.  As a 
matter of fact, the world has been “negative” earth 
since the sin entered into the world. “Death” is the 
negative itself, isn’t it? However man live in the 
attitude of positive thinking to succeed in the world, 
he shall reach to death that is negative one.  Therefore, 
“the positive thinking” is the worst enemy that steals 

to make men miserable at the end of life. The life 
living in the positive thinking is t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Rom 1:18). What a funny thing it is?  
The whole world is full of unrighteousness only; how 
can we find out the truth even using positive thinking? 
Therefore is not possible for us to find out any truth in 
the world education system such as science or 
philosophy and so on that have been made by the 

sinners. This is the reason why no one can heal death 
that is negative disease, even though someone has the 
positive thinking. 
 
       Therefore, the real positive thinking is to come to 
the Lord Jesus Christ that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a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But the Devil has been deceiving the sinners for six 

thousand years so that they may follow him that 
brought forth the sin into the world, and go with him 
the eternal lake of fir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But if our gospel be hid, it is hid to them that are 

lost: In whom the god of this world hath blinded 

the minds of them which believe not, lest the light 

of the glorious gospel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should shine unto them.”(2Cor. 4:3,4) 

 
       Yea! The real power of positive is in the truth.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truth itself. The power of 
positive is not in the world, but in the kingdom of God. 

But no one can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Not born again of 
the Spirit is the way to fine the positive in the negative 
for the whole life to be cast into the death that is 
eternal negative. 
 
       Therefore, Christians that received the new life 
are supposed to live positive faith in the truth that is 

the word of God to have abundant life in the eternal 
life given by the Lord Jesu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life: “That as sin hath reigned unto 

death, even so might grace reign through 

righteousness unto eternal life by Jesus Christ our 

Lord.”(Rom. 5:21)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