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복음 (3): 나다나엘
요한복음 1:35-51



요한복음 1:35-51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
역하면 선생이라）



요한복음 1:35-51

39.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35-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

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
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35-51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35-51

5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
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첫 만남

• 기대 
• 두려움 
• 어려움 
• 설레임…



1. 하나님의 어린양과 함께 거하십시요. (35-39)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1. 하나님의 어린양과 함께 거하십시요. (35-39) 

-거하다 (Stay) ! Meno (Remain, Stay, 
Abide) 



1. 하나님의 어린양과 함께 거하십시요. (35-39) 

• 요 15:4-7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
에 던져 사르느니라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
리라



2.메시야를 만나 변화를 경험하십시요. (40-42)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
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2.메시야를 만나 변화를 경험하십시요. (40-42)

시몬 – (듣는다) / 헬라어 – 잘 듣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게바 (바위, 반석) / 아람어 – 반석과 같은 깨지지 않는 단단함
베드로 (돌멩이) / 헬라어 – 굳건함, 변치 않음 



2.메시야를 만나 변화를 경험하십시요. (40-42)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3.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더 큰 일에 참여하십시요 
(43-51)

43.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라

47.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3.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더 큰 일에 참여하십시요 
(43-51)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
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
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
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3.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더 큰 일에 참여하십시요 
(43-51)

- 나다나엘 
- 참 이스라엘 사람 ➔ 야곱의 새 이름 
-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간사한 사람, 욕심많던 야곱과 대비
-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
- 더 큰 것도 볼 사람  ➔ 야곱의 벧엘에서 사닥다리 환상 

- 하늘이 열림
-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전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안
에 거하십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
를 경험하십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
나 더 큰 일에 참여하십시요. 



결단

•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누구
였습니까? (전도자) 
• 전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를 기억하십시니까? (메시지)
• 전도의 반응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반응
이었습니까? (반응)

•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
다. (와 보라!)                Come and 
See! 
• 전도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