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순신장군이 일본에게서 조선을
구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



난중일기



사해사본



3. 요 10:7, 9

I AM the of the sheep.

나는 양의 이다!



4. 요 10:11, 14

I AM the Good .

나는 선한 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
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서 내려 왔다고 하는가?



I.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요 6:36, 새번역)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Jn 6:36, ESV) But I said to you that 
you have seen me and yet do not 
believe.



II.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 6:37, 새번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Jn 6:37, ESV)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요 6:39, 새번역)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Jn 6:39, ESV)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ould lose 
nothing of all that he has given me, 



(요 6:44, 새번역) 나를 보내신 아버지
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Jn 6:44, ESV)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요 6:37, 새번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Jn 6:37, ESV)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마 16:17, 새번역)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시다.

(Mt 16:17, ESV)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요 6:37, 새번역)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Jn 6:37, ESV)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cast out.



(요 6:39, 새번역)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
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
두 살리는 일이다.

(Jn 6:39, ESV)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ould lose 
nothing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요 6:39, 새번역)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
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
두 살리는 일이다.

(Jn 6:39, ESV)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ould lose 
nothing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요 6:40, 새번역)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
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Jn 6:40, ESV)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looks on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III.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 6:38, 새번역) 그것은, 내가 내 뜻
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
려고 왔기 때문이다.

(Jn 6:38, ESV)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요 6:39, 새번역)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
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
두 살리는 일이다.

(Jn 6:39, ESV)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ould lose 
nothing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요 6:40, 새번역)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
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Jn 6:40, ESV)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looks on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요 6:41, 새번역) 유대인들은 예수께
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
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
거리면서

(Jn 6:41, ESV) So the Jews grumbled 
abou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수군거리다”

“grumbled about him”

투덜거렸다, 불평했다



(요 6:43, 새번역)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Jn 6:43, ESV) "Do not grumble 
among yourselves.



(요 6:45-46, 새번역) ...아버지께 듣고 배
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
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Jn 6:45-46, ESV) ... Everyone who has 
heard and learned from the Father 
comes to me-- not that any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he who is from 
God; he has seen the Father.



(요 6:35, 새번역) “내가 생명의 빵이
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Jn 6:35, ESV)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shall not 
hunger, and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빌 1:6, 새번역) 선한 일을 여러분 가
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
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Php 1:6, ESV)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