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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복의 십자가 
* 본문: 마가복음 14:27-31, 66-72 

서론: 오래 전 ‘긍정의 힘’이란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윤
택한 삶,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강조했
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믿음의 주체인 
‘나’는 사라지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본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배
반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어
부로 되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내려 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셔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
실 때 주셨던 기적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시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요21:1-23) 

토의질문: 
1.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경고하셨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
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
니까? (29) 
2.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연약
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
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베드로처
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
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
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영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