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 센터 성경대학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 요한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성경대학 요한복음1 <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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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의 중요성
2. 예수회 센터 성경대학의 목적
3. 요한복음서가 갖는 특징
(1)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 요한복음서 = 원로 복음서
(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요한복음서 = 신학적 복음서
(3) 리옹의 이레네오: 요한복음서 = 독수리 복음서
(4) 요한복음서 안의 심오한 신학 사상들
52

4. P (파피루스52)가 주는 의미심상함
5. 요한복음서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다.”(20,31)
(1) 신자들의 믿음을 중단 없이 성장시키게 하고자
(2)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요한 1,35-51)
1. 찾는 인간 그러나 찾아진 인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
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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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1,35-38)
(1) 예수님을 찾는 인간들
(2) 먼저 인간을 찾아 나선 예수님
(3) 제자직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4) 참된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① “너는 무엇을 찾느냐?”(1,38) → “너는 누구를 찾느냐?”(20,15)
ti, zhtei/j(티 제테이스) → ti,na zhtei/j(티나 제테이스)
② 언제까지 무엇을 찾을 것인가?
(5)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
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1,39)
➀ “와서 보아라”
② “머물다”란 그리스 동사 메네인(mene,in)의 중요성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는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8,31)
(6) “시간은 대략 10경이었다.”
● 크로노스(cro,noj)의 시간과 카이로스(kairo,j)의 시간

2. 한 달란트 사명에 충실한 자 되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
를 만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
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1,40-42)
(1) “[안드레아]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① ‘먼저’로 번역된 단어 프로토스(prw/toj)의 의미는 ‘첫 번째’
② ‘만나다’로 번역된 단어 헤우리스코(eu`ri,skw)의 의미는 ‘발견하다, 찾다’

(2) 늘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 불린 안드레아
① 프로토클레토스(prwtoklhto,j), “첫 번째로 불림 받은 자”라 불린 안드레아
② 변두리 인물로 남은 안드레아
(3) 최초의 복음 전도자, 안드레아
-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함(1,42)
- 보리빵 다섯 개를 갖고 있던 소년을 예수님 앞에 인도함(6,8-9)
-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함(12,20-22)
(4) 위대한 조연,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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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드레아의 십자가

3. 변화 가능성과 함께 새 이름을 부여받은 시몬
안드레아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
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1,42)
(1) “너는 게파(ap'yK)라고 불릴 것이다.”
①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 영적 변화
②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즉시 바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왜 허물 많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2) 예수님은 시몬을 눈여겨보신 다음에 새 이름을 주셨다
‘눈여겨보다’란 그리스 동사 엠블레포(evmble,pw)

4. 필립보를 찾으신 예수님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찾으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1,43)
(1) 요한복음에 나오는 서로 다른 부르심의 양식들
①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섬
②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소개로
③ 예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 나섬
(2) 신약성경의 서로 다른 두 필립보: 사도 필립보 ↔ 식탁봉사자 필립보

5. 선입견, 제자직분 수행을 방해하는 것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
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
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
오.” 하고 말하였다.(1.45-46)
(1) 나타나엘 = 바르톨로메오
(2)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1,45)
구약성경: 모세오경 + 예언서(역사서 포함)
구약성경: 모세오경 + 예언서(역사서 포함) + 시편(성문서/지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오경+역사서+시서와 지혜서+예언서
(3)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1,46)
① 나타나엘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선입견/고정관념
“성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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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7,42)

② 신앙생활의 장애요소인 선입견/고정관념
(4) “와서 보시오”(1,46)
①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은 피해야
② 간단하게 “와서 보시오” 하는 이유는?
(5) 나타나엘의 신앙고백: “하느님의 아드님”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
다.”(1,48-49)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
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20,31).
(6)“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의 의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1,49)
➀ 분주하게 쫓기듯이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
● 성찰자료: 우리 삶에서 무화과나무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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