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북음 5활

이 단원에서 공부할내용

베데스다못에서 병을 고치신 예수

하나님 아들의 권위
예수에 대한 증거

베데스다못에서 병을 고치신 예수

요한목음 5: 1-18을 읽으시오.

5장에는 38년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못이 있었읍니다. 천사가 가끔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 재빨리 그 못에 들어간 첫번

째 사람만이 병을 고칠수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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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또는 토요일에 이
사람의 병을.고쳐주었다하여 노하였읍니다.그들은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는 어녁한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믿
었읍니다.이 지도자들은 그를 걷게 한 놀라운 기적보다는 안
식일에 그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다 중시했
읍니다.그들은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보다는 관손을 보다
중요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중 하루는 예배를 보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읍니
다.그러나 도움을 펼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예수님은 “내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하셨읍니다.만약 하나님이 매일 일을 하시지
않는다변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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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혐 연구과제

1 도움을 받지 못핸 병;l.~는왜 베데스다의 못에서 기
다리고 있었나?
a) 그는 물을 마시기 원했기 때문에
b) 그는 치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c) 그는 목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2 왜 종교 지도자들이 노했나?
a) 병을 낫게 한데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b) 치료가 의사에 의해 행해지지 않아서
c)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3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나?
a)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듯이 자신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b) 예수님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c)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권위

요한복음 5: 19-29 을 읽으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에게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살리
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세계를 심판할 능력과 권리를 주셨읍니
다:24 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의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융
니다.그들은 죄와 그에 처별로부터 구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1

그들은 영생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앞에 서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X종 연구과제

4 요한복음 5: 24을 암기하시오

5 그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에 의해 심판받지 않을 사람

은 누구인가?

a)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b)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

c)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에 대한증거

요한복음 5 : 30~47 을 읽으시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읍니다.예

수님에 대한 증거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가 누구인지

를 알려주는 사람 또는 사물을 말합니다. 이 장에 있는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냄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증거들 중에 하나였읍니다. (33절)아버
지는 또한 증거를 주셨읍니다.(37절)그리고 성경이 증거였읍

니다~(39 절)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의 아

버지가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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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1 b) 그는 치료되기를 원했기 때문얘

5 c)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3 a)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듯이 자신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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