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훌훌를 2활

이단원에서공부할내용

가나의 결혼잔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

인간을 다 알고 계신 예수

가나의 결혼잔치

요한복음 2: 1-12을 읽으시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제자들이 결혼잔치에 갔읍니다 관습
에 따라 포도주가 잔치에 나왔읍니다.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읍니다.

28



魔輔짧짧~~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신랑 신부가 당황치 않도록 어
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읍니다.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
나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켰읍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
님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 기적을 행할때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읍니다.그는 물을 포
도주로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켰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읍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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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옴 연구

연구과제

1 예수님의 첫번째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 마리야가 그녀의 위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b)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
게 되었다

c)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

요한복음 2: 13-22 을 읽으시오.

매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음에
서 구했던 유월절의 어린양을 기억하여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

읍니다.죽음의 사자가 이 땅을 휩쓸고 있을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읍니다.각각의 가정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위에 피를 뿌혔읍니다.죽음의 사자는 어린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을 피해 갔옵니다.그렇지 않은 집에서는맏
아들이 죽어 갔읍니다.

이 모든것은 하나님의 어린양
인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으로부
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오
신 이유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숭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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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우 정건하고 엄숙했읍니
다.그대신 몇몇 상인들이 모든것을 훼손사켰읍니다.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신앙없이 장사를 하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응하지 않았읍니다.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 중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말씀하
셨읍니다 그는 그의 육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
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육신을 죽이는 것과 같읍니다.그러나 삼일만에 그는 무
덤에서 다시 일어났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가 휩}는 것
을 이해하지 못했읍니다

~A

i‘연구과제

2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전에서 무엇올 행하셨나?
a) 그는 상인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b) 그는 희생을 하셨다.
c) 그는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지었다.

3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협나?
a) 성전은 장 λ}를 하는 장소였다고 가르쳤다.
b) 그는 바로 그 성전을 부수고 심일만에 지을수 있다
는 것을 가르쳤다.

c) 그의 육신은 성전이며 꼬}죽으면 삼일후에 무덤
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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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다알고계신 예수

요한복음 2 :23~25 을 읽으시오.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며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

한 것입니다.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읍니다.성경이 예수님에 대해가르치
고 있는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
지는 않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우리가 그의 생명이 우리
의 빛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가 인도하는 곳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익 양으로서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

i‘연구과제

4 요햄음 2: 25을 암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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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r 정 답

연구과제의 정답은 일반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읍니다.

당신은 다음 문제를 풀기전에 미리 정답을 볼 수 없을 것입니
다.당신이 필요한 번호를 찾고나서 다음것은 미리 보이지 않
도록 하시오.

1 b)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
었다.

3 c) 그의 육신은 성전이며 그가 죽으면 삼일 후에 무텀에

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2 a) 그는 상인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