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성전
요한복음 2:13-15 



요한복음 2:13-25

13.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13-25

17.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13-25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2:13-25

24.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Hackensack, NJ

• 1686 설립

• Closed in 2015 

• First Reformed Dutch Church 

• Well-known as Church on the Green









• The Reformed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

• 개혁된교회는지속적으로 (항상) 개혁되어야합니
다







1. 성전을청결케하시는주님을바라보십시오

13.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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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 성전을청결케하시는주님을바라보십시오

• 마 21:13 / 막 11:17 / 눅 19:46

• 강도의 소굴 ➔ 만민이(만민을 위해)기도하는 집

• 렘 7: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
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 요 2: 16

•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2. 성전되신예수를바라보십시오

18.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 성전되신예수를바라보십시오

18.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 성전되신예수를바라보십시오

•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

• 1000여명의 제사장 → 석공, 건축가로 훈련

• 총 18000여명이 전적으로 매달린 일

• 돌들의 무게 – 70ton 

•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지게 지음

• 20 BC → AD 27 완공 ➔ 세부공사 AD 63년 완공 ➔ 6년 뒤 AD 70 
파괴



2. 성전되신예수를바라보십시오

• 이사야 56:7

•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 고전 6:19-20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 잘못된믿음에서벗어나십시오

23.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 잘못된믿음에서벗어나십시오

• 잠언 21:2

•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 잘못된믿음에서벗어나십시오

• 말라기 3:1-3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 마태복음 15:11, 19

•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변화하길원하십니까? 변화되길원하십니까?

• 예수님께서하신것처럼, 주님을모신성전인우리마음을
깨끗하게청결케해야합니다. 

• 예수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사흘만에세우신예수
그리스도의성전되심을기억하고예수를바라보아야
합니다. 

• 표적을구하는믿음, 연약하고흔들리기쉬운믿음에서
벗어나주님의은혜만을구하는믿음, 주님과동행하는
믿음, 주님을전심으로신뢰하는믿음으로나아가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