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북를 4활

이 단원에서 공부할내용

예수와 사마리아여인

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와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 1-42 을 읽으시오.

예수님의 나리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사마

리아인을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읍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자， 인종이 다른 사람들 모두를 똑 같이 대

했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매우 달랐읍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서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수

있었읍니다. 이 여인은 품행이 좋지 않았읍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구
원하기를 원했읍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그는 또한 예수

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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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자신이 그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

에게 알렸읍니다. 즉 이 생수는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

는데 필요했읍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적어

도 36번이 사용되었읍니다. 이들 중에 “영원”이란 단어와 함

께 사용된것은 17번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

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복음 1 : 4) 라는것을
이미 배웠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영

생을 얻읍니다.(요한복음3 : 5，15，16，36) 와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요한복음 4 : 14) 에 나타나
고 있읍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예배드리는

관습을 말했읍니다. 예수님은 예

배하는 장소와 관습이 대단히 중

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

니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에게 예

배를 드려야 동}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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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성도수나 종교의식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것은
아닙니다.하나님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진정한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신령한 예배는 진실하고 성
령에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행해왔던 모든것을 그녀에게 말씀뼈기 때문입
니다.하나님이 세상에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 주었올때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읍니다.그녀는 모든
사랍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녀의 마을로 달려갔읍
니다.그녀가 자신의 마을 사람틀에게 그들의 마을에 메시야
가 오셨다고 말했올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그
우물로 왔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틀을 함께
지냈읍니다.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우리가 믿
는것은 네 말을 인함。l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꾀참
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앓이니라”하였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이 그를 만나야합니다
사랍들은 여인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에 관해 들었읍니다. 그것
은 충분하지 않았읍니다.아마 당신이 부모님이나 목사님 또는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지사람
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해 듣거나 그에 관해 공부한 것은 충분하
지 않읍니다.당신은 기도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
자신의 구세주로서 그를 믿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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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연구과제

1 요한복음 4 : 24을 암기하시오

2 예수님은 1J~을사람들을 가르친 후 그들은예수님에 관
해 뭐라고 말했읍니까?
a) 그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다.
b)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다.
c) 그는 사람들에 관해 모든것을 다 아는 선지자이다.

3 하나님을 영접해 드릴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하나?
a)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b)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c) 목사님이나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듣는다.

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

요한복음 4 :43-54을 읽으시오.

당신은 예수님께 누군가를 치료해 달라고 간청해 본적이 있
읍니까 ? 한 신하가 x낸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간
청했읍니다.예수님은 그 소년에게 가시지 않았읍니다.예수님
은 단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읍니다.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권
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

니다.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병을치유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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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연구과제

4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나?
a) 그는 약을 보내 주셨다.

b) 그는 신비한 주문을 걸었다
c) 그는 아이가 살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는 이

사실을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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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χ.1 c↓
C그 I=t

2 b)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다.

4 c) 그는 아이가 살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는 이 사
실을 믿었다

3 a)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