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듭남
요한복음 3:1-15 



요한복음 3:1-15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1-15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1-15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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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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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데모는
누구인가? 

•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

• 바리새인

•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회
원) 지도자 (아르콘 Arkon). 

• 밤에 예수님 방문

• 7장 예수님 정죄에 대한 항
의

• 19장 예수님 장례를 위한
많은 향료를 가지고 나옴





니고데모의질문

•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4절)

•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9절)



1.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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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1-3)

요한복음 11: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 Anothen (거듭나지) 

- 위로부터 (From Above)

- 다시 (Again) 

- 처음부터 (From Beginning)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8)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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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8)

에스겔 36:25-28

25.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 십자가에달리신예수그리스도를
믿는자만이영생을얻게됩니다. (9-15)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3. 십자가에달리신예수그리스도를
믿는자만이영생을얻게됩니다. (9-15)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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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남

•위로부터의거듭남

•물과성령으로의거듭남

•십자가에달려우리죄를담당하시는예수
그리스도를믿는믿음으로의거듭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