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환불음 14활

이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성령의 약속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요한복음 14: 1-14 을 읽으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은죽어서 그들을 떠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매우 근심하였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듬을 위로 히셨읍니다. 후에 그는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

다가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예수님의 그의 백성을 위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영원히 그
와 함께 있도록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이

고 우리는 그 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의 삶이 죄로 가득차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그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

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주와함께 살게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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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너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

복음 14 : 3)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으로의 유일한 길임을 반복하셨읍니다.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읍니다. 당선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를 영

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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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쨌읍니다. 예수님은
그때 단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셨읍니다.그러나 그의 따르는
자들이 수천명으로 늘어나자.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송낸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읍니다.

-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말씀히셨읍
니다;(13-14 절)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 자
신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것
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사악한 마음은 예수님이 권위로서 말씀하시면사라지
고 압니다.우리는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권위로 기도할 때만이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읍니다.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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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연구과제

1 요한복음 14 : 3，6을 암기하시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날것이라고 말씀핸 후 어

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나 ?
a)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b) 그들도 함께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갈것
이라고 말씀 t}셨다.

c)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

3 하나님께로 7}는 길은 몇개나 있나 ?
a) 많다. 어떠한 종교도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

이다

b) 당선이 어떤 길을 따르든지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c) 단 한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4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씀동없냐?

a)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는 시행하겠다고 하셨다.

b)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

문이다.

c) 그를 따르는 자는 우상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서2~ 01 o~킥:= c그 -I ...，...，
요한옥음 14: 15-31 을 읽으시오.

14，15，16장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로서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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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니다.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 믿는자는성령
을 받읍니다.그는 우리가 진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진실의 영
이십니다.그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하도록 도와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내가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꾀또 다른 보혜사를 너회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회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한복음14 : 16)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지 아닌
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가라사대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한복음14 : 23)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
다.그들의 도웅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읍니다.

!ξ=-““‘ For You to Do

5 요한복음 14 : 16，23을 암기하시오

6 예수님이협7낸 후에 제:A~들에게무엇을 도와 주실
것을 약속 하셨나?
a)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b)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c)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7 엔f닐을 사랑한다고 말송F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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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들은 교회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b)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c) 그들은 선한 일을 한다.

측r Ai C~
o t:::I

2 a)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돌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6 a)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성령닝을 보낼 것
이다

3 c) 단 한가지 즉 예수그리스도 뿐이다.

7 b)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4 a)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
면 그는 시행하겠다고 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