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북음 15활

이단원에서 공부할내용

예수는 참 포도나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는참포도나무

요한목음 15: 1-17을 읽으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가지
에 비유 하셨읍니다 우리 안에

서 그의 생명은 때때로 영적 열
매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우
리 속에 찾으시는 열매의 종류

입니다

“오직성령의 열매는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라디
아서 5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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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는 종종 가지를 치거나 덩쿨을 손질합니다. 그는 열매

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
은 열매가 맺도록 손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기심， 자만， 나쁜 성질과 같

은 것을 자르는 가위로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표본으로 받아 들이연 성령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내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

면 가지의 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수액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

성한 삶이 신속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고 영의 열매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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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할 것입니다.

“거하라”는단어가 이 장에 여러번 반복되고 있읍니다 (4，5，
6，7，9，10절)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약 덩쿨이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관으로 부터 나오게 되므로 곧 죽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달려 있읍니다.우리가 그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생
명을 가지고 있읍니다.그러나 예수로부터 떠나서 죄로 돌아가
연 우리는 더 이상 생명율 가질 수 없읍니다.

“나쓴포도니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15 : 5)

j; 패 』짧훨뚫월극r
이 단원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예수님의 사이에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사랑”이라는단어는 13장에
서 17장 사이에서 1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먼저 예수님은 하
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를 말하고 나서 그가 얼마
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지를 말씀하셨읍니다.제자들은 그의
사랑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안에 있으면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때때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
고 말을 합니다.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그는 우리를사랑
하셔서 우리가 죄인일때 우리를 위해 돌아 가셨읍니다. 그는
세상이 그의 생명과 그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데 우리를 선택하
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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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연구과제

I 활디아서 5 : 22~23 과 요한복음 15 : 5을 암기째

2 예수님은 그 챈과 그의 제자들을 각각 무엇에 비유

하셨나?

a) 농장과 열매

b) 포도나무와 가지

c) 주인과 노예

3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역활을 하나 ?
a)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를 정결케
한다.

b)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정

결케 된다.
c)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 예수님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 그가 행핸 것보다 더 위대한 일

b) 더 많은 열매를 낳는다.

c)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 믿는자와 예수님 사이에 관계는 무엇에 근거해 었나?
a) 사랑

b) 교회 구성원

c) 선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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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박해와 오해에 대해
서 말씀하셨읍니다.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이야기한 11명의 제
자들 중 10명은 복음을 전파하

다 죽게 될 것이었읍니다.요한
은 자연사에 의해 죽은 유일한
사람이었읍니다.

ζ/ ι0~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미워합니까? 이것

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생활은 그의 주위에 죄가 많은 것을 나
타나게 합니다.그것은 죄인들이 죄를 느끼게 합니다.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반대하는 일
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인 사탄은 그리스도인에 대항하여싸움니
다.사탄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그리스도언을 조롱하고 그들
을 나쁘게 대하게 합니다.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거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읍니다.어
떤 사람들은 감옥에 갈힌적도 있읍니다.다른 사람들은 그리스
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 들임으로써 죽음을 당한 일조차도
있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그가 계시는 것이 더 낫지
않다고 말씀하셨읍니다.세상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모
든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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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예수념은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듬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울것입니다.

’;=
i‘연구과제

6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7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관한 어떤 약속을 다시 승냄나?

a) 그는 그들을 도와줄 친구를 약속하셨다.

b) 포도나무로 부터 열매를 줄 농부를 약속 하셨다.

c) 성령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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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A~ C↓
o t::l

2 b) 포도나무와 가지

5 a) 사랑

3 a)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이고 순종하연 우리를 정결케 한

다.

7 c) 성령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4 c) 아무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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