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오병이어-그 선지자라 하더라 내니 두려워 하지 말라(6:20)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출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들이 오천쯤 되더라 요8:24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고 막14:62 내가 그니라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마14:27 내니 두려워 말라

☞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지칭(ego emi = 아도나이,여호와 하나님)

6:15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6:16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 갈릴리 호수

내니 두려워 말라 갈릴리 : 고리, 주변이라는 뜻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수12:3)

6:22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예루살렘 북쪽 약 96Km 지점

갈릴리 동편 팔레스틴의 최대의 담수호

6:25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갈릴리 이적 24회중 18회가 행해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곳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부활후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 주변:디베랴,벳새다,가버나움,막달라,고라신

6:35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 바리지 아니하고 <진전> 생명의 떡

6:31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음

6:32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

6:41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6:33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34, 48 예수님이 생명의 떡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51 예수님의 떡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6:53~55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음

6:56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심

6:58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됨

6:52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chiasm

이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a. 6:35      1. 내가 생명의 떡이다

6:60 믿지아니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2. 영생 : 오는/믿는자 결코 주리지/목마르지 아니함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b. 6:36-39 반응(유대인) :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36)

               아버지의 뜻 : 1.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37-39)

6:66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2. 마지막에 살리라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c. 6:40   아버지의 뜻 : 아들을 보고 믿는 자 - 영생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지막에 살리라

b' 6:41-46   반응(유대인) : 수군거려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41-42)

                아버지의 뜻 : 1.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43-46)

                                  2.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a' 6:47-51 1. 내가 세상의 떡이다.

               2.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chiasm(6:36-40)

A. (6:36)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B. (6:37)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C. (6:38)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B. (6:39)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않고

A. (6:40)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떡
Segment 5 요한복음(6: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