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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in Control 

(예수님께서 통제하신다) 

John 18:1-13 

 

Introduction 

- What we are taught about events in the Bible are not always what 

occurred.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항상 일어난 그대로 가르쳐 지는 

것은 아닙니다.  

 

- For example, the birth of Jesus.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일 

 

- Often, we are told that Jesus was visited by three wise men at the time of 

His birth in a stable.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 명의 지혜자가 마구간을 찾아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 Matthew 2:1 records Jesus being visited by “wise men from the east.” 

Matthew 2: 9-11records, slide 2   

마태복음 2:1절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9-11) 

“When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departed; and, lo, the star, which 

they saw in the east, went before them, till it came and stood over where 

the young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with 

exceeding great joy. And when they were come into the house, they saw 

the young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and when they had opened their treasures, they presented unto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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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2: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 We see from Scripture that Jesus was visited by an unknown number of 

wise men from the east in a house and not in a stable. 

성경기록을 보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마구간이 아닌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경배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 Turn with me to John 18:12  요한복음 18:12절을 봅시다.  slide 3   

 

“ Then the band and the captain and officers of the Jews took Jesus, and bound       

him” 18:12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Jesus arres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일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 Most people think of something like this: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sli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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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e officials, temple guards, servants, Judas Iscariot 

   성전 관리자들, 성전 경비대, 노예들, 가롯 유다 

 

- Most people do not think of this: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slide 5 

 

 Roman soldier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o arrest Jesus? What 

saith the Scripture?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로마 

병사들?  성경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 To rightly divide the Word, you must understand not only the words 

spoken and what they mean but the historical context.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적혀진 단어와 의미 뿐 아니라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 Jesus’ arrest occurred during the Passover week.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사건은 유월절 주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 Passover was one of three yearly feasts that all adult Jewish males were 

required to attend. (Leviticus 23:5)  유월절은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참가해야 하는 3대 명절의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3:5) 

 

- The population of Jerusalem has been estimated at around 100,000 

people at the time of Christ.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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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pulation of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week has been 

estimated at over 1,000,000 people.  유월절 주간 동안의 예루살렘 

인구는 백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Passover celebrated the deliverance of the Israelites from the bondage of 

Egypt. Jewish people longed for freedom from bondage to Rome. 

Passover was a dangerous time of possible insurrection and rebellion 

against Rome.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된 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유월절은 로마에 대항한 폭동이나 반역이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 Zealots were an ever present danger. Zealots were a political party 

dedicated to the overthrow of the Roman occupation by any means 

necessary.  젤럿(열심당)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었습니다.  젤럿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로마의 점령을 전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정치적 

모임이었습니다. 

 

- The Sicari (dagger men, assassins) were part of the Zealots. 

시카리(단도를 든 남자, 암살자)는 젤럿당 소속이었습니다. 

 

- The Sicari would assassinate Romans and Roman sympathizers anytime 

they could. They were feared by Romans and Jews alike.  

시카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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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possible that Barabbas was a Zealot. If true, it would explain why 

Pilate thought the people would choose Jesus over Barabbas.   

바라바가 젤럿당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 One of Jesus’ disciples, Simon the Zealot (Matt. 10:4; Mark 3:18; Lk. 

6:15; Acts 1:13), was possibly a former member of this party.  예수님의 

제자 중의 하나인,  젤럿(KJV 가나안 사람) 시몬은 전에 이 당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Later, the Zealots began and led the rebellion against Rome which began 

in 66 AD and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AD.  그 후, 

젤럿당원들은 서기 66년에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이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 The Roman Governor came to Jerusalem each Passover from his official 

residence in Caesarea on the Mediterranean Sea. 로마 총독은 유월절이 

되면 지중해에 있는 가에사라의 관저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slide 6 

 

- The distance between Caesarea by the Sea and Jerusalem is roughly 85 

km in a straight line. Pilate could not travel in a straight line.  바닷가에 

있는 가에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5킬로미터입니다.  빌라도는 직선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 Some years a Roman Legion composed of 6000 men was on standby in 

nearby Syria or just across the border inside Israel.  어떤 해는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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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로마군단이 시리아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오기도 했습니다.   slide 7 

 

- Additional Legions were available in Syria and nearby Egypt.  또 다른 

군단도 시리아와 이집트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The Roman Government took special care to ensure there was no chance 

of a rebellion beginning at Jerusalem during Passover.  로마 정부는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The Romans would have heard of Jesus and His entry into Jerusalem.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 This is the historical context at the time of Jesus’ arrest.  이것이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 Judas received a “band of men, and officers of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유다는 “큰 무리의 사람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받았습니다. 

 

 The Greek word translated “band of men” is speira (σπεῖρα). 

큰 무리의 사람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페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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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d is of Latin origin meaning a mass of men, used as the term 

for a cohort of men in the Roman army.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뜻하며, 로마 군대에서는 보병대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A cohort consisted of 600 soldiers.  보병대는 6백명의 군사로 

구성되었습니다. 

 

- In verse 12, we read, “Then the band and the captain and officers of the 

Jews took Jesus, and bound him.”  

요한복음 18: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The Greek word “captain” is chiliarchos (χιλίαρχος). 그리스어로 

대장은 칠리아르코스입니다. 

 

 The word means commander of 1000 men, a Tribune in the Roman 

army. 

이 단어는 천 명을 지휘하는 로마군의 사령관을 뜻합니다. 

 

 The Roman officer that saved Paul from the Jewish Temple mob was 

a Tribune who commanded the Fortress of Antonia in Jerusalem. 

(Acts 21:31-32)  바울을 유대 성전의 폭도들로부터 구한 로마의 

관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지휘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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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ate sent the Roman military commander of Jerusalem to personally 

oversee Jesus’ arrest.  빌라도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로마 군사령관을 

예수님의 체포를 감독하도록 보냈습니다. 

 

- Normally, a cohort was commanded by a lower ranking officer.  보통 

코호트(보병대)는 낮은 계급의 장교가 지휘합니다. 

 

- This is what a Tribune looked like. 이것이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slide 8 

 

- Three miracles occurred that even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날 저녁에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I. First Miracle  첫 번째 기적 

- Verses 4-6 

“Jesus therefore, knowing all things that should come upon him, went 

forth, and said unto them, Whom seek ye? They answered him, Jesus of 

Nazareth. Jesus saith unto them, I am he. And Judas also, which betrayed 

him, stood with them. As soon then as he had said unto them, I am he, 

they went backward, and fell to the ground.” 

18: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8:5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18:6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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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glish word he is added to the translation of the Greek for clarity. 

영어 단어 he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스어 번역 시 

추가되었습니다. 

 

- Jesus said “I am.”  예수님께서은 “아이 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Jesus could have spoken in Greek, Latin (language of the Roman soldiers) 

or Hebrew (Now a dead language but understood by the priests and 

Pharisees.)  예수님은 그리스어, 라틴어 (로마 병사들의 언어) 아니면 

히브리어(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말)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 If Jesus spoke in Hebrew, He would have said I AM.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했다면, 아이엠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 The Hebrew word is Yhvh (יְהי  also YHWH, the self-existent or Eternal ,(הָֹ

One. 히브리말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분을 뜻합니다. 

 

 God told Moses that His name was I AM THAT I AM (ֶהי ֶשא ֶהיָֹ ֶהי הֶׁ    .(ֶהיָֹ

(Exodus 3:1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이엠 댓 

아이엠” 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4) 

 

 Upon Jesus saying I AM everyone fell to the ground, including these 

men.  예수님께서 아이엠 이라고 말하자,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slid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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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gets up and continues as if nothing happened!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했습니다. 

 

II. Second Miracle  두 번째 기적 

- Verse 10 

“Then Simon Peter having a sword drew it, and smote the high priest's 

servant, and cut off his right ear. The servant's name was Malchus.” 

18: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벴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 The Roman soldiers do nothing!  로마 병사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 The Roman soldiers do nothing to stop Peter or to protect themselves or   

those around them.  로마 병사는 베드로를 제지하지 못했고,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 Here again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ontex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Roman soldiers doing nothing. 여기도, 

로마 병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he Roman soldiers would have been responsible to prevent any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arrest AND to protect those with them. 로마 

병사들은 체포를 방해하는 어떤 시도를 막고, 함께 간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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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ldiers were responsible to protect the priests, Pharisees, and 

servants. 병사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The soldiers do not move. The penalty for not protecting those with them 

would be severe, up to and including death. 병사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한 처벌은 

혹독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Peter cut off the High Priest’s ear! Peter was a fisherman, not a soldier.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이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 Peter was trying to cut off the man’s head.  베드로는 그 남자의 머리를 

베려고 했습니다. 

 

- Roman soldiers were the best trained soldiers in the world. They were 

tough, hard, battle tested men whose profession was killing. 로마 

병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강하고, 전투를 겪어 본, 직업이 살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slide 10 

 

- Training, experience, and instinct should have caused the first line of 

soldiers to immediately throw their javelins (short spears) the moment 

Peter came at them with his sword.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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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앞 열에 있던 병사들은 훈련, 경험 그리고 직감을 통해 즉시 

단창을 꺼내 던졌어야 했습니다. 

 

- Peter should have been killed instantly. The soldiers did not move.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Luke 22:50-51 records that Jesus healed the servant. The soldiers witness 

this healing.  누가복음 22:50-51절은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 Let us briefly review what has happened up to this point: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Jesus asked who the group is seeking, and they respond Jesus of 

Nazareth.  예수님은 그 무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나사렛의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Jesus answers, “I AM.”  예수님은 “아이 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veryone falls on the ground!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Everyone gets up as if nothing happened.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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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tries to kill a man and the Roman soldiers present do nothing!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병사들은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Jesus heals the man in front of everyone.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III. Third Miracle  세 번째 기적 

 

- After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Jesus is arrested!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 The Romans have seen Jesus speak and everyone is knocked off their 

feet.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 The Romans have seen Jesus instantly heal a man after his ear was cut 

off.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가 베인 사람을 즉시 낫게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 The Romans would have heard stories of Jesus healing people and raising 

people from the dead. Lazarus was raised from the dead near Jerusalem 

just a few days before.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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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an soldiers were very superstitious. They believed in demi-gods. 

로마 병사들은 아주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신을 믿었습니다. 

 

- A demi-god was an offspring of a human and a god. More powerful than 

a human but less powerful than a god.  반신은 인간과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인간 보다는 강력하지만 신 보다는 덜 강합니다. 

 

- The Roman soldiers would have been nervous about arresting Jesus 

BEFORE they went to the garden.  로마 병사들은 동산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 Jesus is arrested as if nothing has happened.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붙잡혔습니다. 

 

- Why was Jesus arrested? Because God had ordained this would happ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것이 일어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Conclusion 결론 

- Jesus was in total control of everything that happened the night He was 

arrested.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던 그 날 일어난 모든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 Without God’s supernatural control of the events Jesus would not have 

been arrested.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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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other times Jesus could not been arrested or killed because Jesus’ 

“hour was not yet come.”   다른 때에는 예수님은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Then they sought to take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John 7:30) 

7:30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 God was in control the night Jesus was arrested.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 God is always in control.  언제나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 God is in control now.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Application 적용 

- Why are you here today? Why are you listening to this message at home?  

왜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왜 당신은 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 The answer is because that is what God wants you to do.   

해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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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has a plan for this world and this church.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If you are a child of the King, born-again, then no matter what is 

happening around you, you can rest in the secure knowledge that God is 

in control.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 왕의 자녀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 Jesus promised never to “leave you or forsake you.” (Heb. 13:5) 

예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5) 

  

- You are never alone, even at death.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을 

때 조차도 말입니다. 

 

- Are you a child of the King?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까? 

 

- Have you been born-again?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 Have your sins been forgiven by Jesus?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 God has a plan for this church. Let us not forget that this is God’s church 

and that He has a plan and a timetable that cannot fail.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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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분께서 실패할 수 없는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 Anything that we attempt to do that is not in His plan is guaranteed to 

fail.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 Jesus is in control!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