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서 일어난 14개 사건을 묵상하는

기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시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초기 교회에서 성미술의 역할은 문맹인 신자들을 위한 교리의 전파였습니

다. 그 역할이 현대까지 남아서 그림과 조각으로 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은 작품이 대다수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견된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한 걸음씩

힘겹게 내딛은 발걸음의 기록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누구나 한 몫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무게는 각자가 지는 것이고, 무게의 경중 또한 주관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관람하실 십자가의 길 작품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열 네 지점의 사건

과 감정을 색채와 질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여기 오신 신자분들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자신

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와 마

주하는 시간을 가지기시를 바랍니다.



+ 주 예수님,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Ⅰ- 선고 받음

나무캔버스, 거즈, 삼베,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Ⅱ- 십자가 지심.

나무캔버스, 거즈, 삼베, 토분,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Ⅲ- 첫 번째 넘어지심.

나무캔버스, 거즈, 삼베, 토분,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Ⅳ- 어머니와 마주침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알껍질, 칠분

600ⅹ1800ⅹ50 mm



제 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북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Ⅴ-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짐.

나무캔버스, 스티로폼, 거즈, 옻칠, 

석분, 토분

600ⅹ1800ⅹ50 mm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Ⅵ- 수건으로 얼굴을 닦음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
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Ⅶ- 두 번째 넘어지심.

나무캔버스, 거즈, 토분, 두부,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
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Ⅷ- 부인들을 위로하심.

나무캔버스, 거즈, 알루미늄박, 자개,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Ⅸ- 세 번째 넘어지심.

나무캔버스, 거즈, 토분, 자개,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Ⅹ- 옷벗김을 당함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ⅩⅠ- 십자가에 못박힘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토분

600ⅹ1800ⅹ50 mm



제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ⅩⅡ- 죽음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600ⅹ1800ⅹ50 mm



제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ⅩⅢ- 시신을 내림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알껍질

600ⅹ1800ⅹ50 mm



제 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
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 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 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ⅩⅣ- 무덤에 묻음

나무캔버스, 거즈, 옻칠, 알껍질

600ⅹ1800ⅹ50 mm



제 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