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한복음 5:16-29



요한복음 5:16-29
16.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9.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16-29
21.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16-29
21.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2.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3.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4.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잃어버린 아들들에
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들에 관한 비유



1.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1.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1.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

주심

2.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한계를 두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3. 하나님께 종속되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의존하시며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4.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고, 보이시고, 더 큰일을

준비하셨습니다. 



1.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요 8:32-3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2. 살리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 살리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 생명의 부활의 관계(공동체의 관계)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 생명의 부활의 관계(공동체의 관계)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 생명의 부활의 관계(공동체의 관계)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Prodigal Sons & 
Prodigal God

 Prodigal =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 허랑방탕
써버리는 작은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큰 아들…

 진정한 안식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