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1
포인트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야이심을 알라! 외울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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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의 정보들을 완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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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예수님은 왜 죽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오래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니라” (스가랴 9:9)

구원을 베푸실 메시야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내게 끌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야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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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지금 잡으러 갑니다. 

  산헤드린 대제사장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ㅠ_ㅠ 

  예수바라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줘!! 제발....
  유대인 A씨

      

제목  제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걸 믿어!ㅠㅠ                주사랑 //  추천 91

강력 추천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지금 

구원하러 갑니다’인지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마태

복음 1:21)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

생을 얻게 하신다(요한복음 3:16)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요한복음 1:12).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

신 메시야이신 것을 믿으세요! 제발....

제목  

 “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 (마태복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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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는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난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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