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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환북를 10활

이단원에서 공부할내용

양의 우리의 비유

선한 목자이신 예수
유대 사랍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

양의 우리의 비유

요한복음 10: 1-6 을 읽으시오

우화란 영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의 것을 이용한 짧

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을 지키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의 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입니다 성서시대에 목자는 항상 그가 가시는 곳으로 양을 부

르시연서 양 앞에서 걸으셨읍니다. 모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서 그를 따랐읍니다. 다른 목자가 그의 양 가까이 오면 첫

번째 사람의 양은 두번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양들은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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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연구과제

1 왜 예수님은 X낸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나 ?
a) 그는 많은 양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b) 그는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었다.
c) 그는 선한 목자가 그의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그
에게 속해있는 사람들을 돌보신다.

선한목자이신 예수

요한복음 10 :7-21 을 읽으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

~ 읍니다. 성경에는 목자는 맹수들로부터 양___tι 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울타리나 외양간

이ι‘1b 안에서 그의 양을 보호핸다고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은 양 우리였읍니다. 모든 양
들이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목At는 열려

진 문에 앉아 계셨읍니다. 그는 %탤 지켰읍니다. 어떤 맹수

도 그가 거기에 있는 한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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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둑도 문으로는 들어 올수 없었으나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훔치러 들어 올수는 있었읍니다.예수님은 몇몇 종교지도
자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읍니다.그들은 진정으로 사람들
을 사랑하지 않고 거저 그들로부터 얻기만을 원했읍니다.

예수님은 파괴하러 오신것이아니라 충만한 생명을 주시러 오
셨다고 말씀하셨읍니다.충만한 생명은 놀라운 생명이며 천국
에 있는 결코 끝이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읍니다.그는 그가 많은 문
들중의 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오직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 하
셨읍니다.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나 성인，또는 마리아나 교회
에 다님으로써 하나님께 이르고자 노력합니다.그러나 예수님
께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양들
올 위해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에게 오도록 초대하여 영생을 주십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와서 그의 양이 되라고 강요하시지는�않읍니다.각자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연，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가 들어
오지 않는다연 구원을 받지못할 것입니다.그것은 그와 같이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것이라고 말씀
하셨읍니다.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 일을 하셨을니다.즉아
무도 그로부터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그 당
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읍니다.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 다가왔읍니다.즉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거기를 떠나셨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을 때 그는 그의 적들이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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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읍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읍니다.

그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라고 말

씀하셨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
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

들임음 증명뺑읍니다. 、‘」]

또 다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분개해 했지만 다

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읍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의 양이 아니었읍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τ‘、“‘ 연구과제

2 얼마나 많은 문이 구원을 위해 있는가?
a)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많은 종교가 있으므로 많은 문
이 있다

b) 적어도 네개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 성자，

선지자， 교회이다.

c) 오직 하나의 문으로서 그 문은 예수님이다.

3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동F는가?
a)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한다.

b) 어떤 사람이 문을 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c) 어떤 일이라도 할 펼요가 없다

4 예수님은 그의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
시겠다고 말씀하셨나?

a)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b) 그는 그의 양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신다.
c) 그는 조용한 물가로 그를 이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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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

요한복음 10: 22-42을 읽으시오.

어떤사람들은예수님께서그가하나님의 아들이라는것 (36절)
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28절)라고말씀 하셔
서 그를 죽이려 했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선
한 목자로 영접하고 그를 따랐읍니다.당신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든지 길 앓은 양과 같이 당신 자신의 길을 가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V~ 연구과제

5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뼈을때 사람들은 어
떻게 그를 받아 들였나?
a)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b) 그들 모두 그를 배척했다
c) 그들 모두 그를 영접했다.

6 $ 단원의 끝에 있는 정답과 댐의 대답을 비교해

7 이제 당신은 우선 107H의 단원을 끝마쳤으므로 학생보
고서의 첫째장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1단원
부터 10단원까지 복습하신 후 답지를 채우기 위해 학
생보고서에 있는 서문을 읽어 보십시요. 그리고 나서
학생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주어져 있는 주소란을
채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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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Ai C↓
C) t:::l

1 c) 그는 그에게 속한 그의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와 같

이 그들을 돌보신다.

4 b) 그는 그의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신다.

2 c) 오직 하나의 문으로서 그 문은 예수님이다.

5 a)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를따랐다.

3 a) 구원을 받기위해서 들어가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