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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생활을�한지� 오래� 되지� 않은� 나로서는�처음에� 50여분� 정도� 되는� 긴� 시간� 설교집을�듣는

다는�것이�쉽지�않았지만�갈수록�요한복음에서�듣지�못한�내용들의�설교를�켈러�목사님을�통하

여�들을�수�있는�좋은�기회를�감사드린다.”��이종호�형제�

�

“서론�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최후의� 만찬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날�밤�그� 방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에� 해�누구보다도�더�많은�정보를�제공한다.� 특별히�

세�장,� 고별�설교라�부르는�설교와�예수님의�장엄한�기도를�기록하고�있는�차이가�중요하게�다

가온다.� 전에는�이런�부분들을�깊이�생각하지�못했는데�이�책을�통해�세 한�부분을�지적한�내

용이�새롭게�다가와서�좋았다.”� -� Frank� C.� Davis�집사� (한글�오디오를�들을�때�영어�교재를�가

지고�읽으면서�함께�동참하고�계심)�

�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하바드에서� 지성인들의� 모임� 가운데� 전한� 켈러�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쉽지�않았다.�많은�예화들을�통해�그분의�박식함을�발견할�수�있었고,�그의�지적인�능력�가운데�

전한�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경

험할�수�있었다.”�-� 이진실�자매�

�

“7장의�두분의� 언자에서�세상의�평화는�상황에�달려�있다라는�지적은�나를�두고�하시는�말씀�

같아� 마음이� 찔렸다.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겠다는�각오를�다짐해본다.”�-� 전인숙�권사�

�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도록� 하라…”그래� 예수가� 너의� 언자란다…너의� 믿음을� 그에게� 두

어라”는� 내용과� “내가� 모든� 죄악을� 그� 위� 수천의� 죄를� 다� 아는데� 야훼는� 하나도� 모르시도다…”

는�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온다.�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수� 많은� 죄� 가운데서� 하나



님은�분명�이렇게�선언하실�것이라는�사실에�온�몸이�떨린다.”��이점옥�권사�

�

““오직� 성령의�영향을�통해서만�예수를�온전히�알� 수� 있다…바로�지금� 여기에서�당신은�성령을�

통해�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보고� 그의� 임재와�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

다”는� 글귀가� 너무� 감사하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예수를� 나의� 주님으로�고백하게�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심을� 다시� 생각해� 보니� 오직� 감사를� 드릴� 뿐이다.�

또한�사도들보다�그리스도의�사랑을�더�잘�알�수�있음이�너무�좋다.”��김재선�장로�

�

“요한일서� 2장2을�통해� “그는�우리�죄를�위한�화목�제물이니”라는�예수님의�근거를�통해�더�이

상�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 충격적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베풀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간청할� 필요가�

없다는�내용이�새롭게�와�닿는다.”��신소영�전도사�

�

“소제로�붙어�있는� “신이�인간을�찾아온�종교를�본�적이�있는가!”라는�제목�자체가�나의�시선을�

사로잡았다.� 첫� 번째� 언자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두� 번째� 언자는�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첫� 번� 언자로� 오신� 예수님과� 두� 번째� 언자로� 오신� 성

령하나님의�사역을�요약하여�정리하신�것이�깊은�감동을�준다.”�-� 박제숙�집사�

�

“성령에� 한�원문의�내용을�통해�영어�성경에�나타난�단어들을�자세히�풀어�설명을�해�주시므

로� 두� 번째� 언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 혹은� 사역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좋았다.”��한연호�집사�

�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 10� 가지를� 설교한� 메시지들을� 통해� 현 �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를�새로운�시각으로�접할�수� 있어서�좋았습니다.� 특히� 옥스포드와�하버드�클럽에서�지성인들에

게�기독교의�핵심�진리를�전한�내용은�오늘�우리�주변의�지성인-� 하나님을�믿지�않는� -� 들에게

도�필요한�내용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김인미�사모� �

�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구절을� 이스라엘� 자

손들이� 그�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심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그래서�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르기

를�기도해본다.”��이종호�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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