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N OR DISCIPLE? 

요한복음 6:60-71



요한복음 6:60-71

60.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0-71

64.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60-71

67.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60-71

70.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1.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BE A MAN OF SPIRIT

60.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1.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BE A MAN OF SPIRIT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BE A MAN OF SPIRIT
고전 2:11-13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BE A MAN OF SPIRIT
로마서 7:22-24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 5:18-21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 영의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64.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2. 영의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왜 남았을까요? 



3.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아십시오

67.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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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아십시오

67....너희도 가려느냐?

➔ 너희도 또한 가지 않으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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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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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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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아십시오

5000명 ➔ 12 제자

12 제자 ➔ 2 제자 FOCUS 

시몬 베드로 → 예수님 세번 부인한 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 예수님을 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신약

3번 “그리스도인” 이라는 단어

vs. 313번이 넘는 “제자” 라는
단어



이그나티우스
(IGNATIUS OF 
ANTIOCH)

 사도요한과 베드로의
제자

 순교에 관한 열정

 ‘나를 죽여 주시오!’

 ‘제자’ = “순교자”의 믿음

 “No Cross” = “No 
Cr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