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벌음 16훌훌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성령의 사역
슬픔과기쁨

세상을 이기다

성령의사역

요한목음 16: 4-15을 읽으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동안 다섯번이나

성령에 대해 언급 t~셨읍니다. 요한복음 14:16-17 ， 26;
15 :26; 16 : 7-15 을 읽으시오. 처음 세절에는 하나님， 예
수님， 성령이 함께 포함되어 세 가지가 진정한 한분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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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사”로번역된 단어는 희랍어로 “Paraclete" 입니다.이
것은 재판시 어떤 사람을 변호히는 변호사 또는 법률가로불라

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움과 충고를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삿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변호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할 것을 충고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가르치는 진실의 영이시며 모든 진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그

는 우리가 그릇된 선생에 의해 속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

니다.

그는 세상이 죄로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읍니다. 우리는 성령

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착하게 보일때까지는 우리는 매우 선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셔츠와 드레스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읍니까 ? 집에서는 그것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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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밝은 빛에 보면 당신은 얼룩을 볼수 있

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 삶에 비춰주고 우

리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 주십니다.

‘-좋 연구과제

1 여기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회랍어 땐는 무엇인가?

a) Parenthesis
b) Paraclete
c) Paralysis

2 보혜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무엇을 하나?

a) 그는 우리를 변호하고 충고하며 돕는다，

b)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을 하신다.

c)그는 우리를 고발한다.

3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실제로 볼수 있나?
a) 우리가 잡혔을 때

b)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줄
때

c)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줄
때

4 당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기도 하시오 또

한 그에게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보

여 달라고 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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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과기쁨

요한복음 16: 16-24 을 읽으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슬퍼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약속

을 그들에게 주었읍니다.

“그 날에는 너허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 하리라내가 진

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한복음 16: 23)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그는 우리

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구한것을 받지 못할�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 나라의 최고 책임자 이름으로 요구했다면 우리는 즉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한 것을 얻

기 위해 재빨리 서두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이 구하는 것을 꼭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속에

살아계시게 할때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그

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읍니다 그러연 우리는 응답을 확신

할 수 있읍니다.

~A

i‘연구과제

5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뼈나 ?
a)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수 있다.

b)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

리에게 주실 것이다.

c) 우리는 절대 슬프게 되지 않는다.



138 요한복읍 연구

세상을이김

요한목음 16: 25-33 을 읽으시오

예수넘은 몇 시간내에 제포되고 그의 모든 제자틀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아나야 할 것을 알고 계셨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어달 일틀을 알려주셨읍니다. 그는 제자뜰에게 그

의 고난과 죽음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난것을 알게 되기

를 원하셨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게획 중 하나였읍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융 통때 영혼은 구원 받블수 있읍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

각말고 너 자신이나 구하라” 그라나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셨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하

기를 원송}는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제자틀은 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넘은 그들이 그

안에 머물며 그러고 그가 그들을 도울것을 상기 시켰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문제에 부

딪히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안에 있읍니다. 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때에 용기와 힘 평화를 주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고통은 잠시동안에 불과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고통이 영원히 없는 영원한 기

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회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

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세

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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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연구과제

6 요한복음 16: 33을 다섯번 읽으시오

7 세상은 뭐라 말하나?
a) “남을 구하기 위해 너 자신플 희생하라”

b)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음 함께 구하라”

c) “다븐사람들은 생각말고 너 자신이나 구하라”

8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나?

a) 그들을 지배자로 만든다.

b) 그뜰에게 고통을 준다

c) 그틀을 선생으로 받아 들인다.

9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승리는 무엇인가 ?
a) 그들 자신의 길을 가는 것

b)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c) 어떠한 희생을 지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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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A~ 드↓o t:l

5 b)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

리에게 주실 것이다.

1 b) Paraclete

7 c) “다른사람은 생각말고 너 자신이나 구하라”

2 a) 그는 우리를 변호하고 충고하며 돕는다

8 b)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3 b)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 줄때

9 c) 어떠한 회생을 치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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