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지의 결과 The Result of Ignorance  

본문, 요한복음 8:42-50 절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Jesus said 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proceeded forth and have come from God, for I have 

not even come on My own initiative, but He sent Me.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줄 알지 못함이로다"Why do you not 

understand what I am saying? It is because you cannot hear My word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want to do 

the desires of your father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does not stand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ever he speaks a lie, he speaks from his own natur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But because I speak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Which one 

of you convicts Me of sin? If I speak truth, why do you not believe Me?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He who is of God hears the words of God; for this reason you do not hear them, 

because you are not of God."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The Jews answered and said to Him, "Do we not say rightly that You are a Samaritan 

and have a demon?"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Jesus answered, "I do not have a demon; but I honor My Father, and you dishonor 

Me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But I do not seek My glory; there 

is One who seeks and judges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Truly, truly, 

I say to you, if anyone keeps My word he will never see death."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관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 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장 19 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15 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14 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19 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유대인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23 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24 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3:18 절, 요한복음 16:9 절 “죄에 대하여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체에 대하여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25 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계신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 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영적인 상태 즉 성령이 없으니까 알아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13 절”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증거법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거가 되었던 것을(17 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 자신 

뿐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두 사람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18 절).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네가 누구냐?”(25 절) 라고 예수님의 본질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말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28 절)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고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29 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30 절)에 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31 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32 절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자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신앙적으로 구속된 적인 없이 그 신앙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구속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은 신앙을 잃고 바빌론에 구속을 받은 뼈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자존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에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33 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34 절). 유대인들은 육신적 한계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좋은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35 절). 그러므로 그 영생의 기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36 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 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20 절, 37 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39 절),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40 절).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육신적인 상태 즉 

육신적인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녀이기 때문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을 

실천하고 있다고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42 절).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43 절). 

그렇다면 그들이 속한 육신의 아버지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44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하는 도다”(45 절)라고 결과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 예수님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한계 즉 악한 세상 마귀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는가?(46 절)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47 절).  

그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48 절).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거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직역해 

주셨습니다(49 절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50 절).  

결론적으로 인생의 최종 목적인 삶과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51 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지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43 절) 

1.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 누가복음 16:24 절 “(나사로와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2.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1) 요한복음 14:17 절 “그분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3.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1) 요한복음 8:19 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44 절) 

1. 인간은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 속에 있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1) 마태복음 25:41 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더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3. 마귀의 자식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1) 로마서 14:17 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셋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키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51 절) 

1.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 요한복음 13:35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2) 요한복음 15:8 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2.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영원한 나라까지 약속합니다 

1) 요한복음 14:6 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 로마서 10:9 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