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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복음 개요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 저자: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여러 정황 증거들.
a) 21 장 20 절과 24 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가 적음.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 라는
표현이 여러번 등장한다 (13:23, 19:26, 20:2, 21:7, 20).
b) 1 장 14 절: 저자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저자는 (

)중의 한사람

c)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의 한명이라는 추측
d) 저자로 가능한 사도들: 마태, 열심당원 시몬,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매, 다대오, 요한.
e) 그리고 2-3 세기 교부들의 기록들(아레네우스, 클레멘스) .
2. 요한복음이 씌여진 시기: 요한복음은 65 년에서 135 년 사이에 적힌 것으로 추정이 된다.
a) 요한 복음에 사도 (

)의 순교가 언급 (21:19) - 65-66 년경

b) 135 년에 작성된 요한복음의 복사본이 있으므로 요한 복음은 65 년 에서 135 년 사이
c) 사두개파 등장하지 않고, 디베랴 바다가 (6:1, 21:1) 언급: 80 년대 중반에서 90 년대 초반
3. 대상 및 저술 목적: 요한복음의 저술 대상은 복음서안에서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지만 한
그룹을 특정지어서 적힌 것은 아닌듯. 저술 목적은 20 장 31 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같이
읽어보세요) 1 장내용들과 일맥상통 연결
4. 특징: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시며 지칭하신 7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7 I am statements” 이라고 한다
1) 나는 생명의 빵이다 – 6:35, 48, 51
2) 나는 세상의 빛이다 - 8:12, 9:5
3)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 10:7, 9
4) 나는 선한 목자이다 – 10:11, 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요 – 15:1
o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

)의 동생이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

라는 이름. 성격이 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여 요한 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 계시록을 저술한 사랑의 사도가 됨.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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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이 한번 언급이 되지만, 요한 복음에는 세번
나온다 (2:23, 6:4, 13:1).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적어도 3 년이 된다는 추정
o 상대적으로 새롭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많다:
§ 가나의 혼인잔치 (2:1-12), 나다니엘과의 대화 (1:43-51), 니고데모와의 대화 (3 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4 장),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심 (9 장),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11 장), 최후의 만찬시에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의 설교 (13 – 16 장).
o 요한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간단하게 사건 위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세하게 상황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
) 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

o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요한 복음을
저술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o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19 장 26-27 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갔다고 한다.
o 요한복음의 내용중 16:7-15 절 내용을 따라서 (

)에 (보혜사) 관한 강조가

눈에 띄는 복음서이다.
5. 주요 신학적 주제들
a)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o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1:1)
o 우리의 죄를 짊어 지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신 (1:14, 29),
o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의 성자 하나님 (3:16-17)
b)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징: 예수님의 표징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o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2:1-11), 성전 정화 (2:13 – 22),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심 (4:46-54), 중풍환자를 고치심 (5:1-15), 오병이어 – 오천명을 먹이심 (6:1-15),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고치심 (9:1-41), 나사로를 살리심 (11:1-44)
c) 성령님: 요한 복음의 후반부에 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어난다
o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o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