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의 때

요한복음 7:1-13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Different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1.Kairos 카이로스(목적이 있는 때), Hoti

호티 (때, timing) 

2.Chronos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 



▪마가복음 3: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가복음 3:32-35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Holy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요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3: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SEEK



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사야 55:6-9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 25: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