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북를 21항

이단원에서 공부할내용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
결론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요한복음 21: 1-14 을 읽으시오.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읍니다.그들은 예
수님이 그들이 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것 같았

읍니다.그래서 그들중 몇몇은 그들의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
갔읍니다.

그들이 고기를 낚으러 갔던 첫번째 날은 그들이 밤새워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읍니다.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배의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읍니다.그들이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니 끌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

혔읍니다.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연 예수님도 우리의 실
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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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연구과제

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

나?
a)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b)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했다.

c)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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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베드로

요한복음 21: IS-IS 을 읽으시오.

베드로는 세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수님은 지금 세번을 그에게 물으셨읍니다.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말
했읍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쳤을때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내쁘게
행동했읍니다.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베드로는 그가 행했던것
을 부끄러워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을 사죄했읍니다.

예수님께서 “내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우리는 이
사실에서 베드강}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
자가 되었읍니다.또 다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를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IA으‘ 연구과제

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나?
a)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b) “왜너는 나를 세번이나 모른다고 했느냐?"
c) “양올돌보는 방법올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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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다른 제자

요한복음 21: 20-24을 읽으시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읍
니다.요한은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융니까?"
하고 물었던 그 제자였읍니다.예수님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나 그에게 생길 일이 베드로의 일이 아님을 베드로에게 알려주
었읍니다.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할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
고 충실히 예수님을 따랐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시진 않읍니
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을 결정하지는 않읍니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원
하시는 것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위해 기도
합시다.

~~
:/~ 연구과제

3 베드로가 알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a) 그는 어부였었는데 어떻게 。&을치는가를
b)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해

4 당신。l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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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요한목음 21 : 25를 읽으시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읍니다.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예수
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것을 당신에게 보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그는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그러니 그를 따르고 잃어
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속에
서 걸을 필요가 없읍니다.예수님은 당신의 굶주린 영혼을 채
워 주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그는 당신올 무지와 그릇됨에서
구원해 주시는 진리이십니다.그는 당신을 알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육신의 아들이십니다.그는 당신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십니다.그는 당신에게 현재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
과 죽음을 넘는 영광과 세상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것이며 이상이십니다.그는 당신의 구세주
이시고，주여호와이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왕이십니다.그는 당
신이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l 지금
그를 따르고 그의 천국집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
니다.그는 당신에게 선태할 수 있게 하셨읍니다.우리는 당신
이 그를 진실로 따르고 그가 당신에게 줄 놀라운 삶을 체험하
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를 더욱 더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매우는데 도움이 되고 싶읍니다.leI 는 당신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다른 과정도 마련하고 있
융니다.당신이 아직 다른 과정을 위해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
을 오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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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가까이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모른다면 예수님을 사랑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당신은 다
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목사님은 당신의 영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읍니다.성경을 매일 매일 읽
고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그러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사랑안에 지켜 주실 것입니다.

’;=
i혐 연구과제

5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뼈수 있는지에 대
해 공부한 후인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동}는가?
a) 예수님을 사랑한다 즉 남은 여생동안 그를 따른다.
b) 당신의 길을 걷는다 즉 당선이 공부했던 것을 잊
어 버린다

6 이제 당선은 1←21장의 당신의 학생 보고서의 마지막
반을 채울 준비가 되었읍니다.이 장을을 복습하고 나
서 학생 보고서의 안내를 따르십시요 당신의 답안지
를 담당 강사에게 보낼때 다른 학습 과정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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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A~ C~
c:> t::l

1 a)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3 b)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2 a) “네가이 사랍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5 a) 예수님을 사랑한다. 즉 남은 여생동안 그를 따른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마쳤읍니다. 이 과정이 당신에게 큰 도움
이 되기를 바랍니다.학생 보고서의 두번째 부분을 완성하여
당신의 담당 강사에게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답안지를 받는 즉시 검토하여 수료증을 보내 드리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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