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선한 목자 Good Shepherd 

본문 Scriptures: John 10:11-16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12.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He who is a hired hand, and not a shepherd, who is 

not the owner of the sheep, sees the wolf coming, and leaves the sheep and flees, and 

the wolf snatches them and scatters them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He flees because he is a 

hired hand and is not concerned about the sheep.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even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I have other sheep, which are not of this fold; I 

must bring them also, and they will hear My voice; and they will become one flock with 

one shepherd.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양을 위한 진정한 목자요 그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아는 고로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잘 관리하면서 양의 우리에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1-5절).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양을 

해하거나 훔쳐가는 절도며 강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양의 문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설명하시면서 

양들도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시면서(7-8절),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고 산다고 설명하시면서(9절), 도적이 오는 이유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 또는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게 하는 것(10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양의 목자”(2절)와 “양의 문”(7절) 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10절)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양의 목자와 양을 지키는 양의 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11절). 그 이유는 

선한 목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삯 군 목자는 양이 제 양이 아니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며(12절), 그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 해치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3절). 이 비유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14절).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15절).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인도하여 한 무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오는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16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11절) 

1.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 악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1절. 불법. 

마태복음 7: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 절도: 거짓되고 훔치는 것 (사단, 마귀, 요한복음 8:4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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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 (사단, 마귀, 마가복음 3: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 베드로전서 5: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3)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4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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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11절) 

      1.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면 죽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 15절. 마태복음 26: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셋째, 선한 목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15절, 마가복음 1: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1. 선한 목자는 온전히 자기 양을 알고 있습니다 ( 마태복음 10: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2. 선한 목자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위하여 찾으려 가십니다 (전도,  마태복음 18: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3.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자기 양을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요한복음 

6: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