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You will keep my commandaments 

본문 Scripture: 요한복음 John 14:15-21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no longer see M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In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disclose Myself to him." 

 

본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3 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상태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을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에 차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처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며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15 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16 절). 보혜사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성령은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처럼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듯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6 장 8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험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 즉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7 절). 이 진리의 영 즉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셨습니다(18 절). 구약시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아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스스로 살아 갈 수 없는 고아의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불쌍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이전에 처소를 예비하려 간다는 의미가 인생의 마지막에 갈 

곳이 없는 영적인 고아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닌 마지막에 갈 집이 있는 영원한 처소, 즉 천국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19 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의미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교통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20 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상태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의미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21 절).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 22 장 37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십계명이고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 장 39 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 장 23 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21 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15 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1.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0 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 1 서 5:3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3.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12 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요한복음 13:35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둘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16 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4:1 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2.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52 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3. 사도들이 선택한 사람들(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5 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셋째, 예수님의 계명과 성령의 충만함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볼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21 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0:37 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2. 사도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 계시록 1:4 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3.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6:39 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