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1 세기 말경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철학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헬라)문화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 ‘믿는다’ 

마태복음 14 번 

마가복음 11 번 

누가복음 9 번 

요한복음 98 번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 ‘믿는다’ 라는 동사는 98 번이나 언급된 것에 비해 ‘믿음’ 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공관복음을 읽은 후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92%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개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7 I AM’s of Jesus (Ego Eimi) 성경구절 

1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6:35, 41, 48, 51 

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8:12 

3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10:7, 9 

4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10:11, 14 

5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25 

6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6 

7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1, 5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행하신 7 가지 기적(Seven Miracles of Jesus) 

 기적 장소 

기적 1 물로 포도주 만드심 (2:1-11) 
갈릴리 가나 

기적 2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4:46-54) 

기적 3 38 년 된 병자 치유 (5:1-18)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 

기적 4 오병이어로 (6:1-15)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기적 5 물 위로 걸으심 (6:16-21) 가버나움 가는 갈릴리 바다 

기적 6 맹인의 눈 뜨게 하심 (9:1-41) 예루살렘 실로암 못 근처 

기적 7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 (11:1-44) 베다니 마을 

 

 

요한복음 핵심 구절 (Key Verse) -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요한복음의 중심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Gospel of John at a glance. 
Jesus, the Son of God, who gives ETERNAL LIFE 

Public Ministry 

7 Miracles 

Prologue, First Disciples 1:1-51 

세상에 선포된 

메시야 

기적 1: 개인 구원 2:1-4:42 

기적 2, 3: 치유 4:43-5:47 

기적 4, 5: 가르침 6:1-8:59 

기적 6: 선한 목자 9:1-10:42 

기적 7: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11:1-12:50 

Ministry to Disciples 

마지막 설교, 기도 13:1-17:26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메시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18:1-20:31 

부활 후 제자들과 만남 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