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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복음(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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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8: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1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요 18: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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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 18: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요 18: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요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 8: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마 27: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요 19: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 19: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 19: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3 Then Pilate entered into the judgment 
hall again, and called Jesus, and said 
unto him, Art thou the King of the Jews? 
34 Jesus answered him, Sayest thou this 
thing of thyself, or did others tell it thee of 
me? 
35 Pilate answered, Am I a Jew? Thine own 
nation and the chief priests have delivered 
thee unto me: what hast thou done? 
 
 
 
 



 
 

36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servant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but now is my kingdo
m not from hence. 
37 Pilate therefore said unto him, Art thou a ki
ng then? Jesus answered, Thou sayest that I 
am a king.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
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
ear witness unto the truth. Every one that is o
f the truth heareth my voice. 
 

 
 

 



   
38 Pilate saith unto him, What is truth?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went out again unto 
the Jews, and saith unto them, I find in him no 
fault at all. 
39 But ye have a custom, that I should release 
unto you one at the passover: will ye therefore 
that I release unto you the King of the Jews? 
 
 



 
 
 
 
 
 
 
 
 
 
 
 
 
 
 
 

40 Then cried they all again, saying, Not 
this man, but Barabbas. Now Barabbas 
was a ro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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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