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북를 q촬

이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
비똘어진 바리새파 사람들
영적 맹인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순 먼 사람

요한복음 9: 1-12을 읽으시오，

제자들은 모든 병이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믿었읍니다.그러
나 왜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납니까? 이것은 그의 죄 때
문이 아닙니다.그는 어떠한 나쁜 일을 하기전에 맹인으로 태
어난 것입니다.그러면 그의 부모의 죄때문 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이 항상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아
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읍니다.많은 질병은 선천적인원인
으로부터 오며 죄와 처벌과는 관계가 없읍니다.이 사람이 눈
이 먼것은 예수님에 의해 치유될 기회를 받는 것이며 그의 죄
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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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

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왜 고생

을 해야<5~는지를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읍니다. 우리는 질병의 근
본적인 원인을 바로잡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

히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은 사고

와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읍니다. 즉 “주여，왜
이일이 제게 일어났읍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고생하십니

다.우리는 마음과 생명을 찾고 우리가 말하거나 행했던 잘못
된 것이나 그릇된 태도와 죄많은 생각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

다.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

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랑하며 그를 찬양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혈것을 우리의 삶에서 모든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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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연구84

똥
1 왜 그 사람은 맹인으로 때어 났읍니까 ?

a) 그의 죄때문에
b) 그의 부모 죄때문에
c)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2 그 맹인은 왜 누가 그를 고쳤는지 몰랐나?
a)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간 다음에야 비로소 눈 먼것이
고쳐졌기 때문에

b) 그가 고쳐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
묻지 않아서

c) 그는 그 마을에서는 이방인이었으므로

연구과제

예수님이 누군지

요한복음 9 : 13-34을 읽으시오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었다 하
여 노했읍니다.그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기뻐하지
않았읍니다.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결국
그 눈뜬 사람을 회당 바깥으로 내쫓았읍니다.

눈을 고친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그의 주장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지는 못했지만，그는 예수
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었읍니다.또한 우리도 그
렇게 할 수 있읍니다.

비뜰어진 바리새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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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가지 아는 것

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ξ=-““ 연구과제

3 요한복음 9: 25을 암기하시오

4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 주시도록 기도하시오.

영적 맹인

요한복음 9: 35-41 을 읽으시오.

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죽음을 선
언한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 었읍

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사람을격려

하기 위해 그를 찾아 가셨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

을 그 사람이 알게끔 하셨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면고 예수님을

찬양했읍니다 @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에 대해 말씀하셨읍니다 바리새인들

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영적인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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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 자
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
셔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함에 따라 영적으로 우리
의 눈이 뜨이게 하십니다.

“내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면
119 : 18)

‘;=
i‘연구과제

5 다른 어떤 종류의 맹인에 대뼈 예수님께서 말씀뼈
는가?
a)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같은 부분적인 맹인
b)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의 영적 맹인
c) 색맹

6 우리 각X순 영적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서 영접해
야한다.

b)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
c)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눈에 진흙을 넣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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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r A~ C~
o t::I

1 c)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5 b)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맹인

2 a) 실로암 못에 씻으러 간 다음에야 비로소 눈 먼것이 고쳐

졌기 때문에

6 a)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영접해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