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도를 위한 처소 

본문: 요한복음 John 14:1-16 절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And you know the way where I am going."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do we know the 

way?"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If you had known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Philip said to 

Him, "Lord, show us the Father, and it is enough for us."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Jesus said to him,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have not come to know Me,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ay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initiative, but the Father abiding in Me does His works.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therwise 

believe because of the works themselves.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because I go to the Father.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에서 마지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집 밖에서 놀다가 어두워 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안심이 되는 결론적인 말부터 해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1 절).  

이것처럼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천국이며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곧 떠나신다는 것입니다(2 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집을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3 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4 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 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상상으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도마가 “주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5 절).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6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자가 없으니라” 는 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된 내용은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6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면서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집 즉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7 절).  

그랬더니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8 절).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9 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10 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려 가신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앞으로 살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 졌습니다.  

제자들의 궁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만 알 수 있고 승천 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11 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 주셨던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도 아버지 집 즉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2 절).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며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약속 받고 살아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3 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 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4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 가셔서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배해 놓아야 하고 다 준비되면 



이곳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 가셔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2 절) 

1.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25-26 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3:6 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 

3. 예수님을 통해서 만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31 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 그 처소는 믿음을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2 절) 

1. 구원 즉 영원한 천국은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9 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1 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3.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38 절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 요한복음 20:17 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셋째, 그 처소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형성된다 는 것입니다(13 절).  

1.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4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2.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 전달 됩니다 (로마서 8:26 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3. 성령을 통하여 올라온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유다서 1:20 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