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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만나다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 장)

1. 나는 길이요
1)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

요한복음 14:6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

예수님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년 속죄제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히브리서 10:12)를 드리셨다.

◦

히브리서 9:25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을 앎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

요한복음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2. 나는 진리요
1)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 자체가 진리이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진리이다.
◦

요한복음 8:31 . . .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32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 그는 진리의 영이다. . . 25 . .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3. 나는 생명이다
1)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
◦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

요한복음 5:24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2)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요한복음 21:31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