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복음 20:30-21:1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믿습니까?
요20:30-21:1



요한복음의목적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생명 – 생명(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생기(싱싱하고 힘찬 기운), 수명, 인생…. 

>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고 ‘의지 할 만한 분’이
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믿고 따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싱
싱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극복하게하신

세가지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안될 것 같은 상황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모든것이끝난것같은상황 (21:2-4)
방향을 점검하고 재조정할 때 입니다.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
서 배에 올랐으나 ….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더이상안될것같은상황 (21:3-6)

예수님의음성에더귀를기울일때입니다.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
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
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현실적이지않은것같은상황
부활하신예수님은현실속에현실적으로개입하십니다.
9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0:31

오직이것을기록함은너희로예수께서하나님의아들그리스도이심을믿게
하려함이요또너희로믿고그이름을힘입어생명을얻게하려함이니라

예수님 ,  다시 사셨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 ,  당신 옆에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