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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F PREPARATION

Jesus learns about peo빼t’s needs

Jesus grew up in Nazareth，a city of ab야llS ，OOOin
the province of G떠ilee. It was a stopping place on a
great highway between Jerus외em and the seaports of
Tyre and Sidon.Vice and crime were so common that
people s외d: “Can 뼈y good t비ng come 아t of
Nazareth?" Jesus saw the sinfulness: the selfishness，
∞rruption.cruelty，and rebellion against God.He saw
that men and women were slaves of siπ

As Jesus worked with Joseph in his carpenter shop，
He heard the men wishing for freedom from the Roman
government.But Jesus knew that political freedom
would not solve their problems. What the pea찌eneed혀
was freedom from the sin that ruled their lives. He had
∞me to the world to bring them this fre혀om. 뻐S
name，Jesus，means Savior. The angel had told Joseph:l “You빼 n빼 e .himJesus because he w피S뼈 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Jesus leams Goers Word

Jesus studied God’s Word and got ready for His
life，'s work.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He under-
stoodG 여’s Word better than His teachers. He lov，혀 it
and always obey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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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중비

예수닝윤 샤렴률의 훨요률 아시다

예수님은 약 IS，αm명의 사랑이 상고 있는 갈릴리 나사햇이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그곳은 예루상햄과 두로와 시돈의 형

"-tol률 연결하는 큰 도로애 위치한 갱박지 였습니다.최와 훌법이
보현화 되어 사람들이 ‘나사햇얘서무슨 선한 것이 나융 수 있느
뇨”라고말했습니다.혜수닝은이기심，타락，잔언함，하나념융 반역
하는 것 퉁，낭여 모두가 최의 노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닝이 요생과 함께 옥수얼올 할때 사람들이 로마갱부로 부터
자유를 갈구강}는바댐을 들었습니다.그러냐 예수념은 정치척 자유
가 그들의 문제률 풀수 없음융 이미 알고 계였으며，진정 사랑들에
게 휠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최에서의 빼방이라는 것융
알고계셨습니다.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올 최에서 혜방시
키고 자유율 주시려 오신것업니다.‘예수한이륨은 바로 구셰주란 1
뭇업니다
천사가 요생에게 이른 말업니다 :l 。뽑낳으리니이뚫예해빠이는따!빽성율 1

저회 최에서 구뻔할 자이성이라.’ l

liM욕옴 1:21.

예수닝은 하나님의 말쯤훌 빼우시다

예수닝은 하나님의 말쏟을 배우시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
다.그뺀 열두상 때 그훈의 선생님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융(
이해하셨습니다.그는 하냐닝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항상 순총 1

했습니다.



γ 예수닝01 세례률 받요시다Jesus is baptized

쓸쓸싫쏟뜯
When Jesus was thirty He left Nazareth

to go from town to town teaching God’s
Word. God sent Him to where John the
Baptist was preaching. John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River.

As soon 잃 Jesus was baptized，he came up out of
the water. Then heaven was opened to him，and he
saw the Spirit of God coming down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Then a voice said from
heaven，“This is my own dear Son，with whom I
am pleased."

예수님이 셜혼살 이였을 때 나사렛을 떠나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파허�셨
습니다.하나님은 세혜 요한이 팡야에서 가르
치며설교융}는곳에예수님올보내셨습니다.세
례요한은요단강에서 예수닝에게 세례를 주었
습니다.

용라오실새 하늘어 열리고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겉에 내려*1위에 임흩}심을보시더니，융}늘로서소리가 있어 말향}시
되 ‘이는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기뻐하는재l-."

마태륙옴 3: 16-17.
Matthew 3:16-17.

과 재Y For You to Do

1.벤칸을 채우정시요 :

‘예수”의뭇은..

예수념은세례 .••••••에의해 •..••.....••.••에서 세혜률

받으셨다.그때 하냐님께서는 “이는내 사랑하는 자요

...하셨다.

2. 예수닝은 그의 백성을 우엇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 a) 로마 정푸

....... b) 7낸파 재앙

... c) 그들의 최

1.Fill in the blanks:

“Jesus" means .

Jesus was baptized in the .

River by the Baptist.

God said:“This is my own dear "

2. What would Jesus save His people from?

.... a) 까Ie Roman government

.... b) Poverty and disease

...이 Their 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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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INTED FOR GOD'SWORK 하나닝의 일을 위빼 기륨 ￥음을 발으생

Prophets，priests，and kings were anointed with oil to
show that the Holy Spirit would help them work for
God The promised Sa찌or was called the Messiah of
Christ Both names mean “anointed." Isaiah the
prophet wrote about Him: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chosen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free the oppressed

and announce that the time has come
when the Lord will save his people."

Luke 4:18-19.

Isai외1’s prophecy came true in Jesus. He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good news. He touched sick
people and made them well. The blind could see ag떠n.
Captives of sin found liberty. Jesus said about Isaiah’s
prophecy: “This passage of Scripture has come tru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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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제사장，왕들은 기름 부응을뺑i습니다.성령이 그들의
일가운데 역사하고도와 주심을 바랐던 것업니다.약속된 구세주는
그리스도，메시야라 불리워졌는데 그 뭇은 ‘기름부음을 얻다”업니
다.이A싸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기름을부으시고
나률 보내사 포로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올 전파하며
눌린자를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혜를 천파하게 하려 하갱이라.

누가욕용 4: I옹19.

이사야의 예언올예수님이 실현하셨습니다.그는어디서든지 복윤
올 전따했으며，병든 자률 고치셨고，눈이 어두운 자는 용 수 있게
하셨으며，최의 포로펀 자는자유항을누리도륙 하셨습니다.예수닝
은이시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글이 오놓날너회에게 웅하였느니
라.고말쏟하셨습니다.



For You to Do

3. Memorize Isai싫1’s prophecy.

4. What names mean “anointed?"

5. Why could Jesus he외 the sick?

... a) He knew many remedies.

. . b) He had studied medicine.

. . c) The Spirit of the Lord anointed
Him to do it.

JESUS TEACHES A VILLAGE WOMAN

A t꺼p through Samaria

과 쩨

3. 이사야의 예언을 암송하십시요.

4. 어떤 말이 ‘기름부띔을 받다’란뜻을 가지고 있습니
까?

5. 어떻게 예수닝은 야픈 지를 고켈 수 있습니까?

..... a) 많은 처방을 아셔서

......... b) 약학을 공부하셔서

.......，: c) 주의 영이 .:vl-고철 수 있도록 기름 부
으셔서

예수닝이 수가생 여언을 가링!시다

샤마리아를통과한여행

Jesus chose twelve men to be His
helpers. We call them His disciples
or students. Two of them，Matthew
and John，wrote about Jesus' life.
John tells about visiting Samaria.

예수님은그의 조력자로 열두제자를 택하 .
셨습니다.우리는그들을 제자또는생도라고
말합니다.그들중두사렴이 예수님의 생얘에
관해쓴마태와요한업니다.요한이 사마리아
를 방문한 사건을 썼습니다.

The shortest road from Galilee to Jerusalem went
through the province of Samaria. Many travelers took
the long way around because they hated the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7}7Jl-운걸。l 샤마리아 Al방
을 지나가는 것입니다.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 다녔습니다.그들은 사마리아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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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ritan s.They looked down on the Samaritans
because they were of a different race and had diπerent
customs.But Jesus did not feel that way toward the
Samaritans.He loved everybody. God had promised to
send the light of salvation to all nations. So Jesus went
through Samaria to take God’s salvation there too.

For You to Do

6. Was Jesus fpendly to Samaritans?

... a) No. They were of another race and
religion.

.. b) Yes. Jesus loved everyone.

.. c) No. They were ver，y sinf띠.

The water that satisfies

At the village of Sychar Jesus sat down by the well
while His disciples went to buy food.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Jesus asked her
for a drink. She was surprised that Jesus would speak
to her.I1양e야su따s ar總’겨f퍼If꺼f yOlωu빼1 0

gives and who i“t i샌s that i샌sa앓sk때ing you for a drink，
you would ask him，and he would give you life-
giv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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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고 멸시했습니다.왜냐하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였고 또

다른 관습들융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러나 예수님은
써리아인을다르거 l대해]A]않으셨습니다.그분운모두률사랑하
셨으며 하나닝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음을 아셨기 때문
입니다.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 하셨으며 해+님의 구원
을 그관 H서도 전따 하셨습니다.

j

화 찌

6.예수념은 사마리아언출빼 우호척이었습니까?

.... a) 아니& 그들운 다른 종교률 기쳤으니까
요

..... b) 예，예수닝은 누구냐 사휩 F셨어요•
... c) 아니요，그플은 죄인이였으니까요.

목마르지않는물

수가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냐간 사이에 예수념
은 우울 경에 앉으셨습니다.사마리아 여인이 울융 길러 왔을 때，
예수념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그 여언은 예수님이 사마
리아 여언에게 말올 건넨예 대해 놀랐습니다.l 예빼수샘님뻐께째서새대빼 7껴봐베빼빼}때빼빼대뼈꾀

또 네게 물총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출 얼았더연 네가 그에게
구하였율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Sir，"the woman said，“you don't have a bucket，
and the well is deep. Where would you get that
life-giving water?" ...
Jesus answered，“Whoever drinks this water w피
get thirsty again，but whoever drinks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never be thirsty again.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which will provide him with life-밍ving
water and give him eternal life."

John 4:10-14.

When our body needs water we get thirsty. Our spirit
needs something just as much as our body needs water.
Until we find it we are unsatisfied and spiritually
thirsty.

The Samaritan woman had tried to find satisfaction
in love. She had been married five times and was living
with a man who wasn't her husband.Jesus knew all
about her as soon as He saw her. He knew she would
never be happy until her sins were forgiven. So He told
her about her sins. The woman admitted that it was just
as Jesus said.

The Samaritan woman realized that Jesus was a man
of God，a prophet She was sure that He could help her.
She asked about how to worship God.Memorize Jesus'
answer:l“암없G없여 i“sSp미ir더바따itκt，μ빼.a폐ar

can po∞o때p미Ie worship him as he really iκs."
John 4:24.

여At7t 가로되 ‘주여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갚은혜l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Y이까?..
예수께서 대당뼈 71라사대 ‘이물올 먹는 째}다 다시 목아
르려니와내가주는물올 먹는자는영원히 욕마르지 아니하리
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륙 솟。N는 생풀이
되리라.

요한욕옴 4: 10-14.

우리몽이 물을 필요로하연 갈중을 느끼게 됩니다.우리몸이 물올
필요로하는것처럼 우리 영혼또한무엇을잘구합니다.우리가그것
을 핫올 때 까지는 영척인 갈충을 느끼는 상태업니다.

사마리아여인은사럭륨}에서만족을찾고있었습니다.다섯번이나
결혼하고남연이 아닌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예수님
은 그녀를 보자 마자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야셨습니다.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사함이 있기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을 아셨습
니다.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죄에 관해 말량하셨고，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들이며 선지재}는 것올
알거l되었습니다.그리고그뺀 At기를도울수 있는 분으로 확신했
습니다.그녀는 어떻게 하나닝을 경배하느냐고 질문융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당을 기억하십시요.l 하뱀은영이시니예배챔}신령과진정앞여 l배햄

니라.’
요한륙옴 4:24.

/23



Jesus 외so let her know that He was the Messiah.
How happy the Samaritan woman was to meet the
Savior!From then on her life would be different.She
ran to tell her friends about Jesus. They too needed this
living water.

Many more believed because of his message，and
they told the woman，“We believe now，not
because of what you said，but because we
ourselves have heard him，and we know that he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People try to find happiness in things，love，sex，
drugs，drink，education，power，reli밍on，go여works，or
withdrawal from life. None of this really satisfies. Only
Jesus and His salvation can quench your thirst.

For You to Do

7. Have you found re왜 satisfaction in Jesus?

Would you like to? ..

Read the above prayer f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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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를 만난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그녀는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닝에 관해 얘기했
습니다.그들도 생수가 필요했으니까요.

總뼈밍는 까더욱많}그여쩨게밸}
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말을 인 험이 아니니 이는 우리
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앓이니라.’하였
더라.

사람들은 사랑，섹스1 마약，술 취함，교육，권력，종교성，착한
일，삶의 탈피 둥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이것들로는
아무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갈충을 해소시
킬수있습니다.

과 재

7.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셨습니까?

............찾고싱습니까?

..위의 기도를 다섯번 해 보섭시요.



JESUS TEACHES A RICH MAN

Once a rich man came running up to Jesus，kn리t
before Him and asked: “Good teacher，what must I do
to rec히ve etern외 life?" He was trying to be good
enough to get into that beautiful home in heaven. The
rich man hadn’t killed anybody or committed adultery.
He hadn’t stolen，lied，or cheated. He honored his
parent s.

Such a good man he was，and yet
he lacked something. No one is good
enough to get into heaven. His sin
was selfishness. He thought more of
his own comfort than he did of
helping others. He loved money
more than he loved God. He needed
salvation just as much as the
Samaritan woman had. To have true
happiness and eternal life，we must
put God first.

예수님이 함}률가르치시다

한번은 부자가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선한선생님，내가 무엇
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부자는 자신。1 천국에 들어가늘데
충분해+는 것을 보이려 했습니다.부자는 살언，간음，도척켈，거짓
충거，속여 취하기，부모님 공경동}7j .. ·.. · 둥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업니다.

lJ l kd tr gh him 씨 hi 빼 d
“You need only one thing. Goand sell 외I you
have and 밍ve the money to the poor，and you will
have 꺼ches in heaven; then come and follow me."

Mark 10:21.

어려서 부터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한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한7t~1부촉한 것이
있었습니다.그것은 선한 행동으로는 하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수 없기 때문이었
습니다.그 부자의 최는 이기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상피는 일 보다는
자기일에 더 안락을 도모했습니다.하나님을
사랭하기 보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부자에
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취했던 구훗이 필요했
습니다.진정한 행복과 영생을가질려면 하나
념 제일주의라야 합니다.l여예뺨l까수께째챔總總서캡밟뺑뜰웰밸보봐l녀고과}縣빼빼빼빠빼빼빼}내빠빼빼봐빼빼빼}때배대떼꾀페 l께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그리하연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그리고 와서
나툴종으라.’하시니

".7팩음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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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would have given him what he was I∞king for，
eternal life，but the poor rich man went away sad
without it He chose riches on earth rather than riches
in heaven.

For You to Do

8. Do you think the rich man made a good

choice? .......

9. Will trying to be good get you into heaven?

26/

예수님은 부자가 찾고 !f..휠요호한 영생을 주려고 했지만 가없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그는 하늘나라에서
부자보다 세상에서의 부요를 택했던 것업니다.

과 째
-

8.부자는 훌륭한 선태을 했다고 생각쐐니까?

9. 천국에 가는데 착한 행위가 꼭 필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