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한   복   음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서론 및 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죠이플 라이프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산 증인이었던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흥미진진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Welcome to the Joyful Life Bible Study!  This year God 
has exciting things in store for each one of us as we take an in-depth look at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through the eyes of the Apostle John, an eyewitness to the ministry of Christ.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고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3-4).  경제적 불안, 사회적 격변, 도덕적 타락,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테러의 확산 등,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The author of Hebrews exhorts us to, “Consider Him 
(Jesus) . . . lest we become weary and discouraged in our souls” (Hebrews 12:3-4).  In these distressing 
times of economic insecurity, social upheaval, moral decay,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proliferation of 
terror, it is essential that we consider Jesus.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외에 요한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그에 잇따른 대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또한 이 복음서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John affords us the opportunity to consider Jesus with a first hand account of 
the things Jesus said, claimed, and did.  Additionally, John provides us with personal encounters the 
Lord had with individuals and the conversations that ensued.  The claims of Jesus, the signs Jesus did, 
and public opinion concerning Jesus are also included in this Gospel.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 내내 그분을 따라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빈 무덤에서,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타나실 때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John met Jesus at the Jordan River shortly after 
Christ was baptized.  He followed the Lord throughout His ministry all the way to His arrest in the 
garden, the cross at Calvary, the empty tomb, and the appearance of Jesus at the Upper Room.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야말로 그날 밤 일어난 
사건들을 부지런히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한 유일한 저자입니다.    
John was the disciple who leaned upon Jesus’ breast at the Last Supper.  John is the only writer to 
diligently record the events that transpired that night and the last teachings of Jesus to His disciples.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 줄 것이며 주님에 대한 더욱 큰 믿음과 사랑을 갖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This Gospel is sure to expand your knowledge of Jesus and to inspire you to greater 
faith and love for the Lord.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 . . 
히브리서  Hebrew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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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한  복  음   배경  
BACKGROUND TO THE GOSPEL OF JOHN 

 
저자  AUTHOR: 

• 요한,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 어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의 형제, 예수님에 의해 
우뢰의 아들 이라고 불렸고, 요한계시록과 세 요한서신의 저자임.      
 John, the Apostle and Disciple of Jesus, fisherman, son of Zebedee, brother of James (first 
martyr), called Son of Thunder by Jesus, author of Revelation and the three epistles of John 

 

집필  시기   DATE OF WRITING: 
• 요한복음은 A.D.  85-90년경에 쓰여진 네번째이자 마지막 복음서임.    

The Gospel of John was the fourth and last Gospel to be written, approximately A.D.  85-90  
• A.D. 70 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러나 요한이 밧모섬으로 추방되기 전.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A.D. 70 but before John’s exile to the island of Patmos  
 

집필  대상   WRITTEN TO: 
• 전 세계   The world 
• 새로운 크리스찬들, 모든 신자들, 찾는 자들.     New Christians, all believers, and searchers 
 

7가지  표적   SEVEN SIGNS: 
•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기적)들을 강조함으로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줌. 이들 중 6가지 
기적은 첫 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았음. 각 기적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도록 의도됨.  
John shows us who Jesus is by highlighting seven signs (miracles) of Jesus.  Six of these miracles 
are not mentioned in the first three gospels.  Each is designed to show that Jesus is God.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요 2:9절  Turning the water to wine:  John 2:9 
2. 귀족의 아들을 고치심: 요 4:46-54절 Healing the nobleman’s son:  John 4:46-54 
3. 삼십팔년 된 병자를 고치심: 요 5:2-9절     Healing the crippled man:  John 5:2-9 
4. 오천 명을 먹이심: 요 6:1-14                       Feeding the five thousand:  John 6:1-14 
5.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심: 요 6:16-21          Jesus walking on the water:  John 6:16-21 
6. 날 때부터 소경 된 자를 고치심: 요 9:1-7    Healing the man born blind:  John 9:1-7 
7.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 요 11:1-44절      Raising Lazarus from the dead:  John 11:1-44 

 
7가지  나는   누구인지  주장하심 : 
SEVEN I AM’S: 

•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주장들  The claims of Jesus about Himself 
 

1. 생명의 떡: 요 6:35,48절  The Bread of Life:  John 6:35,48 
2. 세상의 빛: 요 8:12; 9:5절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9:5 
3. 문: 요 10:7,9절                     The Door:  John 10:7,9 
4. 선한 목자: 요10:11,14절    The Good Shepherd:  John 10:11,14 
5. 부활과 생명: 요11:25절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John 11:25 
6. 길, 진리, 생명: 요 14:6절    The Way, the Truth, the Life:  John 14:6 
7. 참 포도나무: 요15:1-5절    The True Vine:  John 15:1-5 

 

집필  목적    PURPOSE FOR WRITING: 
• 우리가 믿도록: 요 20:30-31절    That we might believe:  John 20:30-31 
•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 
하기 위해 (요20:31)        To persuade men and women that Jesus is the Christ, and that believing, ye 
might have life through His name (John 20:31)  

• 1세기에 전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반론과 잘못된 개념을 무산시키기 위해      To counteract the 
heresy and false concepts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had developed during the First Century 

 
왜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다른가?  
WHY IS THIS GOSPEL SO DIFFERENT FROM THE OTHERS? 

•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한 관점으로 쓴 마지막 복음서임    
It was the last Gospel written with the view of what the others had already said 

• 첫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초점; 요한은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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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three gospels focus on what Jesus taught and did; John focuses on Who Jesus is 
제  1일 : 요한복음 1:1-18절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of John 1:1-18 
 
1. 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당신을 흥분하게 합니까?   
       Why are you excited about studying the book of John?   
 
 

a.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What aspect of the Gospel of John are you most interested in exploring? 

 
 
2.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 나타내는 바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John initiates his Gospel with a disclosure of the 
deity of Jesus.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comment briefly on what they reveal about the nature 
of Christ:   

 
a. 요한복음 John 1:1-5절 
 
 
b. 요한복음 John 1:6-10절 
 
 
c. 요한복음 John 1:11-14절 
 
 
d. 요한복음 John 1:15-18절 

 
 
3.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는 거룩한 성지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영광스러 
운 진리를 깨닫고, 수용하고, 믿고, 적용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에 적으십시오.   As we approach the holy ground of studying the life of Christ, ask the 
Lord to prepare your heart to comprehend, receive, believe, and apply the glorious truths found in 
this Gospel.   Write your prayer here. 

 
 
제  2일  : 요한복음 1: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1-5 
 
1. 요한복음 1:1-5절은 종종 요한복음의 서문으로 인식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 그는 확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독자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래에 이 중요한 진리들을 
적으십시오.          John 1:1-5 is often considered a prologue to the Gospel of John.  There are certain 
truths John wants the reader to know before he writes about the earthly ministry of Jesus.  Write 
these essential truths below:   

verse 1절 
 
verse 2절 
 
verse 3절 
 
verse 4절 
 
verse 5절 

 
a.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이란 헬라어로 “로고스” 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1절과 2절에서 로고스 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십니까?           The word “word” in verses 1 



 4 

and 2 is the Greek word “logos” which means divine expression. What do you learn about the 
logos from verses 1 and 2? 

b. 히브리서 4:12 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로고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Hebrews 4:12 gives a further description 
of logos as pertaining to God’s Word.  What does this verse state about the Word of God? 

 
 

1.)  이 진리가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도록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truth encourage you to read and apply God’s Word? 

 

 
2. 요한복음 1:3-5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다음의 주제들을 고려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Reread John 1:3-5.  What thoughts are stirred within you as you consider these themes: 
 

a. 당신의 창조자로서의 예수님: 3절 
       Jesus your Creator:  vs. 3 
 
b. 생명으로서의 예수님: 4절 
       Jesus as the Life:  vs. 4 
 
c. 빛으로서의 예수님: 5절 
       Jesus as the Light:  vs. 5 
 
d. 이 세상의 어두움: 5절 
      The darkness of this world:  vs. 5   
 

 
3.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주님 앞에 당신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Write a prayer recognizing the divine person of Jesus.  Place your problems before Him.  
 
 
 
제  3일 : 요한복음  1:6-1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6-10 
 
1. 요한복음 1:6-8 절에서 저자는 선지자 요한 즉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당신은 
그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십니까?       In John 1:6-8 the writer introduces his readers to the prophet 
John – John the Baptist.  What do you learn about him from these verses? 

 
 
 

a. 마가복음 1:4-8; 누가복음 1:5-25, 57-66, 76-80 절의 구절들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여 보십시오.       Using the following verses Mark 1:4-8; Luke 1:5-25, 57-66, 76-80 write a 
short description of John the Baptist. 

 
 
b. 말라기 3:1절의 예언을 요한복음 1:6-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Compare the prophecy of Malachi 3:1 with John 1:6-8.  Record your findings. 
 
 
 

(1.)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reliability of God’s Word? 

 
 
 
(2.) 요한복음 1:7b절(NLT) 에서 요한의 증언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증거로 

인해 모든 사람으로 믿게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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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objective of John’s witness from John 1:7b NLT:  so that everyone might believe 
because of his testimony.  How can we make this our objective?   

2.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 
복음 1:9,10절에서 답하십시오.        John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  What is his testimony 
about Jesus?  Answer from John 1:9,10. 

 
 
3. 요한복음 1:10b 절(NKJV)의 비극적인 발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슬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Consider the tragic statement in John 1:10b NKJV: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Sadly, this is still true today.  
How can we make Christ known to the world?    

 
 

a.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 
하십시오.  In response to this, take a few moments to pray for someone you know who does not 
know Jesus.     

 
 
제  4일 : 요한복음 1:11-1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11-14 
 
1. 요한복음 1:11-14절의 진리는 처음 쓰여졌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1절을 여기에 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The truths in John 1:11-14 are as relevant today as when they were first written.  This passage begins 
with the rejection of Jesus by His own people.  Consider verse 11 as you print it here. 

 
 

a. 마태복음 1: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According to Matthew 1:21 what did Jesus come to do? 

 
 
b.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1:12 절에 나타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In contrast to those who reject Jesus, what is the 
glorious promise in John 1:12 to those who receive Him? 

 
 
2. 12 절에서 권세 라는 단어는 권리 또는 권한 을 뜻합니다.  새 신자에게 하듯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그분 
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In verse 12 the word power means right or 
authority.  Explain, as you would to a new believer, what it means to receive Him and believe on His 
name.   

 
 

3. 요한복음 1:13a 절에는 태어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탄생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는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까?   John 1:13a begins with the phrase: which were born.  
Consider the origin of this spiritual birth.   By what means is someone NOT born again? 

 
 

a.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   
       How IS someone born again? 
 

 
4. 14절은 성육신의 영광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용하여 영광스러운 성육신을 묘사해 
보십시오. Verse 14 captures the glory of the incarnation. Using this verse describe the glorious 
inca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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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수님에 관한 저자 요한의 개인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14절 
What is the author John’s personal testimony concerning Jesus?   verse 14 

b. 예수님에 관한 당신의 개인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personal testimony concerning Jesus? 

 
 

제  5일 : 요한복음 1:15-1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15-18 
 
1. 요한복음 1:15-18 절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선언을 선택하여 기록하십시오.       John 1:15-18 resumes the testimony concerning Jesus.  
Choose and record a few declarations about Jesu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verse 15절 
 
b. verse 16절 
 
c. verse 17절 
 
d. verse 18절 
 

2. 은혜 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6절(NIV)은: 우리가 
다 그의 은혜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복에 복을 받았도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통해 당신은 
어떤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Grace has been described as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toward man.   
John 1:16 NIV reads: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What 
blessings have you received through His grace?    

 
 
3. 17절에는 은혜 와 율법 이 대조됩니다.  모세의 율법 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십니다. 셀라- 잠시 멈추시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의 구절들이 율법의 약함에 대해 선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In verse 17 grace is 
contrasted to law.  The Mosaic Law demands righteousness from man but the grace of God freely 
gives righteousness to man by faith in Jesus Christ.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What do the 
following verses declare about the weakness of the law?  
a. 로마서 Romans 8:3절 
 

b. 히브리서 Hebrews 7:18,19절 
 

 

c. 왜 그리스도의 선물이 율법보다 월등합니까? 
        Why is Christ’s gift superior to the law? 

 
 
4. 척 목사님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라  
고 하십니다.  18절을 여기에 구절 구절 적으시며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Pastor Chuck says:  
If you want to see God and know what He is like, look at Jesus.   Think about this as you print verse 18 
phrase by phrase here.   

 
 
 

a. 다음 구절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How do the following scriptures further affirm this truth?  
(1.) 요한복음  John 10:30절 
 
 
(2.) 요한복음  John 14: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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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린도후서  II Corinthians 4:6절 

제  6일 : 요한복음 1:1-18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1-18 
 
1. 이 공부가 어떻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삼 감사 하도록 해 주었습니까?  
       How has this lesson given you a fresh appreciation for Jesus Christ? 
 
 
 
2. 다음에 대하여 간단히 논평해 보십시오.   
       Comment briefly on the following:  

a. 말씀  logos 
 
 
b. 창조  creation 
 
 
c. 빛  light 
 
 
d.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e. 거듭 남  born again 
 
 
f. 충만  fullness 
 
 
g. 은혜 위에 은혜   grace for grace 

 
 
 
 
3. 이번 주에 요한복음 1:1-18절에서 당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one thought about Jesus from John 1:1-18 that has ministered to you in a 
special way this week.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  
만물이 다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라⋯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충만하게 하셨음이라.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 . .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 . . That in all things  
He may have the preeminence.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all the fullness should dwell. 
골로새서 Colossians 1:15-19 NKJV 



 
 

요한복음1:19-51절  
JOHN 1:19-51 

 
Lesson 2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서 어떤 생각이나, 구절 혹은 절이 특별히 당신에게 교훈이 되었습니까?  
      What thought, phrase or verse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especially ministered to you?   
 
 
 

a.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why. 
 
 
 
2.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생에 가장귀한 만남!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공부 요한 
복음1:19-51절에서 우리는 잠깐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것입 
니다. 우리는 이들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 읽게 되고 또 우리 주님과 하는 그들의 대화와 반응을 
관찰하게 됩니다. 19-51절을 읽고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끄는 사건이나 장면 혹은 구절을 쓰십시오. 

       Meeting Jesus could be called: The greatest encounter of all time!  In our study of John 1:19-51 this 
week we will find fascinating, although brief, descriptions of several men who met Jesus.  We 
will read about these personal encounters, and observe their interaction and reaction to our 
Lord. Scan verses 19-51 and note the event, scene or verse that particularly captures your 
attention. 

 
 

a. 당신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 
하여 보십시오.       Think about your first encounter with Jesus.   In one sentence describe 
what it was like.    

 
 
3. 성경공부에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알므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주님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경배와 지식이 
자라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 쓰십시오.       Knowing that prayer is a vital part of Bible study, take a few 
moments to pray about your time in God’s Word.   Ask the Lord to open your spiritual eyes to 
see Jesus, to help you grow in your knowledge and your worship of Him. Thank Him for 
revealing Himself through His Word.   Write your prayer here.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John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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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요한복음1:19-28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19-28 
 
1. 성경말씀은 침례 요한을 독특하고도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1:19-28절에는 예루 
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연속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대답을 열거하면서 아래 
의 각 질문에 답하십시오:        Scripture depicts John the Baptist as a unique yet remarkable man.  
In John 1:19-28, those from Jerusalem asked John a series of questions.  Answer each question 
below by citing John the Baptist’s response:  

• 네가 누구냐? 19절   
Who are you?  verse 19 

 
 
• 그러면 무엇인가? 네가 엘리야냐? 21절   

What then?  Are you Elijah?  verse 21 
 
 

• 네가 그 선지자냐? 21절   
Are you the Prophet?  verse 21 

 
 

•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 
 Who are you that we may give an answer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verse 22 

 
•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찐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25절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Christ, nor Elijah, nor the Prophet?  
verse 25 

 
 

a.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그의 정체에 관해 물어보도록 보낸 자들은 누구입니까? 19,24절   
Who did the Jews send to question John about his identity?  verses 19,24 

 
 
b.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가? 28절   

Where did this encounter take place?   verse 28 
 

 
선택질문: 19절과 24절에서 언급한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Optional:  Who were the Jews, priests, Levites, and Pharisees mentioned in verses 19,24?    
 
 
 
2. 마태복음3:1-6절을 읽고 세례요한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추가 내용을 기록 하십시오.  
       Read Matthew 3:1-6 and recor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John the Baptist and his message. 
 
 
 
3. 요한의 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이 됩니까?  
       In what specific way does John’s example minister to you?  
 
 
제3일 :요한복음 1:29-3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29-34 
 
1.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특권을 갖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선언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In today’s study we have the privilege of focusing 
our attention on Jesus.  Begin by writing John’s declaration concerning Jesus from vers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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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선언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this declaration significant? 
 
 
 
b. 계시록 5:1-10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하여 보십시 
오?       How does the description of Jesus in Revelation 5:1-10 compare to John’s description 
of Jesus? 

 
 
 

2. 다음 절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넗혀줍니까?  
       How do the following verses amplify your understanding of Jesus’ mission:  
 a. 이사야Isaiah 53:5,6절 
 
 

b. 고린도후서 II Corinthians 5:21절 
 
 
  
3. 마태복음 3:13-17절이나 마가복음 1:9-11절을 읽고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Consider another account of Jesus’ 
baptism by reading either Matthew 3:13-17 or Mark 1:9-11.  Use your own words to describe this 
amazing event. 

 
 
 

 
4. 침례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야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1-34 

How was John the Baptist able to identify Jesus as the Messiah?  John 1:31-34 
 
 
 

a. 하나님의 어린양 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없애려고 죽으셨다 것이 당신에게 개인적 
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personally that Jesus, the Lamb of God, 
died to take away your sins? 

 
 
 
제4일 : 요한복음 1:35-42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35-42 
 
1. 침례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 이시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가? 37절        When the disciples heard John the Baptist identify Jesus as the Lamb of 
God, how did they respond?  verse 37    

  
 

a. 38a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According to verse 38a what did Jesus ask them?   
 
 

b. 38b절에서 그들의 대답을 기록 하십시오.  
Record their reply from verse 38b. 

 
 

c. 당신은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Why have you sough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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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랍비 라는 말은 주 나 선생 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십 
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The word Rabbi can 
be translated Master or Teacher.  Jesus is our Master and Teacher.    How should this 
affect our daily lives?   

 
 

d. 39a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초대의 말씀 세 글자를 기록하십시오.  
Print Jesus’ three-word invitation from verse 39a.   

 
(1.)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9b절 

What did they do in response to His invitation?   verse 39b 
 
 
(2.) 이 초대가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이 됩니까?  

How does this invitation minister to you? 
 
 
2. 예수님과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낸 후에 안드레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41,42a절을 사용 
하여 답하십시오. After spending only a short time with Jesus, what did Andrew do?  Use John 
1:41,42a for your answer.  

 
 
a.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What did Andrew say to Peter about Jesus? 
 
 

(1.)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당신은 어떻게 초대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invite someone to Jesus? 
 

 
3.  두 제자들에게 하신 초대는 마태복음 11:28-30절의 초대와 흡사합니다. 이 초대를 기록 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The invitation offered to the two disciples is much like the 
invitation in Matthew 11:28-30. Record this invitation.  How would you respond? 

 
 
4.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첫 만남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42절 

 Describe Simon Peter’s first encounter with Jesus in your own words.  John 1:42 
 
 
a.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준 새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new name did Jesus give to Simon? 
 
 
제5일 : 요한복음 1:43-5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43-51 
 
1. 요한복음 1:43-51절에서 저자는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그 

이튿 날 에 일어난 만남에 대하여 간단히 쓰십시오.         In John 1:43-51 the writer picked up the 
narrative by describing two more personal encounters with Jesus.  Write a brief account of the 
encounters that took place the following day.  

 
 
  

a. 잠시 멈추어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 개인에게 나를 좇으라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Pause and think about Jesus’ 
exhortation: Follow Me as if He was speaking personally to you.  What is you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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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가복음 1:17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Jesus promise in Mark 1:17 to those who will follow Him?  

 
 
2. 아래의 절들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대받은 개개인들의 다른 반응들을 기록하십시오. 

Read the verses below and record the different responses of the individuals who were invited to 
follow Jesus:      
a. 마태복음 Matthew 9:9절 

 
 

b. 마태복음 Matthew 19:16-22절 
 
 
 

c. 마가복음 Mark 1:19,20절 
 
 
 

d. 누가복음 Luke 9:57-62절 
 
 
 

(1.) 무엇이 예수님을 좇지 못하게 했습니까?  
What kept some from following Jesus? 

 
 
 
(2.)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What, if anything, can potentially keep you from following Jesus?  
 
 

3.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5절  
       What was Philip’s witness concerning Jesus to Nathanael?  John 1:45 
 
 

a.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47,48절 
What did Jesus tell Nathanael?  verses 47,48 

 
 
 

b. 예수님에 관한 나다나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49절 
What was Nathanael’s declaration concerning Jesus?  verse 49 

  
 

c. 나다나엘에게 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숙고해 보십시오. 50,51절 
Consider Jesus’ promise to Nathanael as you print it here.  verses 50,51 

 
 
 
 

(1.) 이 약속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감을 줍니까?  
How does this promise inspire you? 

 
 
 
(2.) 당신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What promise have you been given that continues to inspi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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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요한복음 1:19-51절을 복습 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19-51 
 
1.  요한복음 1:19-51절의 공부를 마음에 두시고 다음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쓰십시오: 
      With your study of John 1:19-51 in mind write a brief comment about: 
 

a. 예수님의 초대 
The invitations of Jesus 

 
 
b. 침례요한의 선언 

The declarations of John the Baptist 
 

 
c. 안드레 

Andrew 
 

 
d. 베드로(게바) 

Peter (Cephas) 
 

 
e. 빌립 

Philip 
 

 
f. 나다나엘 

Nathanael 
 
 
 
2. 요한복음 1:19-51절에서 당신에게 가장 감명을 주고 교훈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impressed or ministered to you the most from John 1:19-51?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봅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의 
문장을 쓰면서 당신의 공부를 완성하십시오. Through our study this week we have had the 
opportunity to consider Jesus.  By beholding the Lamb of God we see Who He is and what He came 
to do.  Complete your lesson by writing a sentence of praise and thanksgiving to Him.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오르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앞으로 위로 향해 이끄십니다. 
Jesus is always showing us greater things.  

 He leads His disciples onward and upward,  
for He is Himself the ladder of ascent to God. 

에프 비 마이어  F. B. Meyer 



 
요한복음  2:1-25절  

JOHN 2:1-25 
 

Lesson 3 
제1일 :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1:19-51절에 관한 지난 주 공부 혹은 강의에서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 면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John 1:19-51 touched your life this week.   

 
 
 
 
 
2. 이번 주 이야기에서 우리는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를 방문하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전에 잠시 가버나움에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절들을 읽으시고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을 쓰십시오.  

       In this week’s narrative we will visit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then briefly pause in Capernaum 
before going to the temple in Jerusalem for Passover.  As we travel with Jesus we will be amazed at 
His power and authority.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note what arrests your attention:   
a. 요한복음 John 2:1-11절 
 
 
b. 요한복음 John 2:12-17절 
 
 
c. 요한복음 John 2:18-22절 
 
 
d. 요한복음 John 2:23-25절 
 

 
 
3. 이 놀라운 이야기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이번 주 공부와 관련하여 염려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기도에 포함 
시키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Before you delve into this amazing narrative,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Include in your prayer any concern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this week.  Write your prayer here. 

 
 

 
 
 

옛적부터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Since ancient times no one has heard, no ear has perceived, 

no eye has seen any God besides You, 
Who acts on behalf of those who wait for Him. 

이사야   Isaiah 64:4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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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요한복음 2:1-11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2:1-11 
 
1. 요한의 증거를 사용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지방 신문에 표제를 써 보십시오. 
      Using the eyewitness account of John, write a headline for the town’s local newspaper about what    

happened at the wedding in Cana.        
 
 
 
선택:  전통적인 1세기 유대인의 결혼 잔치에 대해 연구하고 찾은 내용들을 간단히 보고하십시오.  
Optional: Research the traditional First Century Jewish wedding feast and give a brief report of your 

findings.   
 
 
 
 
 
 
2. 표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리킨다 고들 말합니다.  모든 표적은 적어도 한 가지의 영적 진리를 
암시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It has been said: A sign points to something beyond itself.   Every sign points to at least one spiritual 
truth.   What do you discern about Jesus from His first sign of turning water to wine?  

 
 
 
 
 
3.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았을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When Mary realized that they had run out of wine what did she do?  
 
 
 
 

a.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she an example for you? 

 
 
 
 
 

b. 그녀가 하인들에게 한 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감을 줍니까?        Consider her instruction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How does this inspire you? 

 
 
 
 
4.     연회장 은 이 포도주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master of the feast to the wine he was given? 
 
 
 
 
 
5.     요한복음 2:11절에 따르면 이 기적 혹은 표적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ccording to John 2:11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this miracle o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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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 요한복음 2:12-1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2:12-17 
 
1.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복음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곳으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 근처에 위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설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신 후 가버나움을 그의 본거지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4:(12)13-16절은 이것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After attending the wedding in Cana,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Capernaum.  Capernaum is frequently mentioned in the Gospels.  It was located 
near the northwest shore of the Sea of Galilee. Most Bible expositors believe Jesus made Capernaum 
His headquarters after He left Nazareth.  How does Matthew 4:(12)13-16 support this?  

 
 
 
 
2.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요한복음2:13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묘사하십시오. 14절 

      From Capernaum Jesus journeyed to Jerusalem.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John 2:13 NIV).   Describe what He found in the temple courts.   verse 14 

  
 
 

a.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왜 성전에 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3:14-17절에서 답하십 
시오. (무교절은 유월절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Why was it necessary for Jesus to go to the 
temple for Passover?  Answer from Exodus 23:14-17. (Feast of Unleavened Bread is used 
synonymously for Passover.) 

 
 
 
 
 

3. 요한복음 2:15,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가 보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According to John 2:15,16 how did Jesus react to what He saw? 
 
 
 
 

a.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Why? 
 
 
 
c.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까?  

By what authority did Jesus cleanse the temple? 
 
 
 
4. 요한복음 2:13-17절의 사건들은 어떻게 말라기 3:1-3절이 성취된 것입니까?  당신이 보는 것을 기록하 
십시오.          How are the events of John 2:13-17 a fulfillment of Malachi 3:1-3?  Record what you see. 

 
 
 
 
5.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의 두번에 걸쳐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기록합 
니다.  요한복음 2:14-17절과 마태복음 21:12,13(14-17절)을 비교 하여보고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적으 
십시오.           The New Testament records that Jesus cleansed the temple twice, both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His ministry. Compare John 2:14-17 with Matthew 21:12,13(14-17). Not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4 

a. 요한복음 2:17절(시편 69:9절의 예언)을 숙고하십시오. 확대번역: 주의 제자들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주의 집을 위한 열성 (사랑의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내가 주의 집을 존경하는 
질투로 사로 잡히리라.)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 어떻게 이 예언의 성취입니까?  
Consider John 2:17 (a prophecy from Psalm 69:9) Amplified: An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 . . The zeal (the fervor of love) for Your house will eat Me up. (I will be consumed with jealousy 
for the honor of Your house.) How was Jesus’ cleansing of the temple a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제4일 : 요한복음 2:18-22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2:18-22 
 
1. 예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관찰 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그의 권세를 증명하도록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요한 
복음 2:18절        Jesus began His ministry in Jerusalem by cleansing the temple.  Observe the Jewish 
leaders’ reaction.  What did they ask Him to do to prove His authority?  John 2:18   

 
 
 

a.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19절 
What answer did He give them?   verse 19 

 
 
 
2.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절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Those who heard Jesus’ reply didn’t understand His words.  How do the following 
verses clarify this:  
a. 요한복음 John 2:20절 
 
 
 
b. 요한복음 John 2:21절 
 
 
 
b. 요한복음 John 2:22절 

 
 
 
3.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헤롯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17b,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 
니까?          The Jews thought Jesus was referring to Herod’s temple, but He was talking about His 
own body.  What did Jesus say about this in John 10:17b,18?    

 
 
 
 
4.   오늘 공부의 절들에서 다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당신의 반응을 쓰십시오.         From the  
      verses in today’s lesson,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the following and write your response:  

a. 예수님의 권세 
The authority of Jesus  

 
 
b.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 

The willing sacrifice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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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예수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Jesus 

     
 
 
제5일 : 요한복음 2:23-25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2:23-25 
 
1. 요한복음 2:23-25절은 사람과 예수님 모두에 대해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된 원인을 적으므로 공부를 시작 하십시오.        John 2:23-25 has important truths about 
both man and Jesus.  Begin your study by noting from verse 23 what caused many to believe. 

 
 
 

a.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낱낱이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25절에 
따르면 왜 그랬습니까?           Many of the signs that Jesus did are not recorded for us.  According 
to John 21:25 why is this? 

 
 
 
2. 다음 절들에서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 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십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the omniscience (knowing all) of Jesu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verse 24절 
 
 
 b. verse 25절 
 
 
 
3.  다음 절들에서 요한복음 2:24,25절에 있는 진리들을 확증하는 구절들을 찾아 쓰십시오.  
      Write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confirm the truths found in John 2:24,25:  

a. 시편Psalm 94:11절 
 
      b. 시편Psalm 139:2절 

 
 
c. 마태복음Matthew 9:4절 
 
 
d. 누가복음Luke 6:8a; 9:47절 

 
 
 
4.  오늘 공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Today’s study affirms that Jesus 
knows us through and through.  How does this truth affect your appreciation of His love for you? 

 
 
 

a.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어떻게 고양시켜 주었습니까? ?  
How does this heighten your gratitude for His sacrificial death? 

 
 
 

b. 이 진리가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하도록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truth encourage honest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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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요한복음 2:1-25절을 복습 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2:1-25 
 
1. 다음에 관하여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on the following: 
 

a. 혼인The wedding 
 
 

b. 마리아Mary 
 
 

c. 하인들The servants 
 
 

d. 물 항아리들The waterpots 
 
 

e. 연회장The master of the feast 
 
 

f. 성전The temple 
 
 

g. 예수님의 전지하심The omniscience of Jesus 
 
  
 
2. 요한복음 2장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Which aspect of John 2 ministered to you the most?  Why? 
 
 
 
 
 
 
3.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증진시켜 주었습니까?  
        How has John 2 enhanced your appreciation of Jesus?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네.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selected 



 
 
 

요한복음 3:1-36절  
JOHN 3:1-36 

 
Lesson 4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2:1-25에 관한 공부나 강의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해 준 한가지 생각이나 개념 혹은 실례를 
상기하여 보십시오.            Recall one thought, concept, or illustration that particularly spoke to you 
from the lesson or lecture on John 2:1-25.    

 
 
 
2. 이번 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장들 중 하나를 공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절은 잘 알려진 소중한 절로서 기독교의 황금 구절 로 불려져 왔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니고데모라 하는 한 바리새인과의 예리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은 
예수님에 관한 침례 요한의 추가적 증거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 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심오한 
진리들을 숙고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다음 단락에 제목을 써 보십시오. 

      This week we will be study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treasured chapters in the Bible.  John 
3:16, a well-known and deeply cherished verse, has been called the golden text of Christianity.  The 
gospel writer records a poignant dialogue between Jesus, Who is God incarnate, and a Pharisee 
named Nicodemus. This extraordinary chapter then concludes with additional testimony from John 
the Baptist concerning Jesus.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the great truths expressed in this 
chapter.  Write a title for the following sections:  

 
a. 요한복음 3:1-21절 

John 3:1-21 
 
b. 요한복음 3:22-36절 

John 3:22-36 
 
 
3. 뜻 깊은 성경공부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필수적 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번 주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절실한 필요를 주님께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Prayer is always essential for meaningful Bible study.  With this in mind, express to the Lord your   
deepest desire and greatest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this week.  Write your prayer here. 

 
 
 
 
 
 
 
 

 내가 네게“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요한복음John 3:7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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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 3: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3:1-15 
 
1.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 하는 한 바리새인을 은밀히 만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그룹으로 인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2절             In John Chapter 3, Jesus meets privately with a 
Pharisee named Nicodemus.  This conversation bursts with significance when you recognize that 
the Pharisees were considered the most religious sect in Israel.  These men prided themselves on 
their superiority to other men and their strict adherence to the Law.  What did Nicodemus know 
about Jesus?  verse 2  

 
 
2. 예수님께서는 영적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What did Jesus say was necessary to understand spiritual truths?  verse 3  
 
 

a.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5-8절 
How does this process take place?  verses 5-8 

 
 
 
 

b. 바람 과 거듭남 의 비슷한 점 한 두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Record one or two similarities between the wind and being born again. 

 
 
 
3.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 
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14절이 육에 속한 사람 에 대하여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Nicodemus was confused by what Jesus meant about being born again or born from above.  What does 
I Corinthians 2:14 reveal about man? 

 
 
 

a. 베드로전서 1:23절은 거듭나는 것 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해 줍니까?  
What more does I Peter 1:23 say about being born again?   

 
 
 
4. 요한복음 3:9-1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Jesus’ response to Nicodemus from John 3:9-13. 
 
 
 
5. 요한복음 3:1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21:4-9절을 사용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Use Numbers 21:4-9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Jesus’ statement in 
John 3:14.  What do you see? 

 
 
 
6. 요한복음 3:15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늘의 공부를 끝내십시오.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Complete today’s lesson by focusing on John 3:15.  
Ponder this promise.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제3일 : 요한복음 3:16-21절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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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AY:  Read John 3:16-21 
 
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요한복음 3:16-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16,17절    Today we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John 3:16-18 reveals that it began with God.  Why did 
God send His Son into the world?  John 3:16,17    

 
 
 

a. 로마서 5:8절은 이 사랑 이야기에 어떤 요소를 더해 줍니까?  
What element does Romans 5:8 add to this love story?   

 
 
 
b. 요한복음 3:16-18절로부터 다음에 대한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록 하십시오. 

Thoughtfully record the promises from John 3:16-18 to those who: 
 

(1.) 믿는 자  believe 
 
 
(2.) 믿지 않는 자   do not believe 

 
 

c. 다음을 요한복음 3:16절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David Guzik 목사). 각 불가사의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보십시오.          The following is referred to as the Seven 
Wonders of John 3:16 (Pastor David Guzik).  Comment briefly on the glory of each wonder. 

 

하나님 

God 
전능하신 권위 
The Almighty Authority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e world 
가장 강력한 동기 
The Mightiest Motive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가장 위대한 선물 
The Greatest Gift 

 

누구든지 

That whoever 
가장 폭 넓은 환영 
The Widest Welcome 

 

저를 믿는 자마다 

Believes in Him 
가장 쉬운 도피 
The Easiest Escape 

 

멸망치 않고 

Should not perish 
거룩한 구원 
The Divine Deliveranc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ut have everlasting life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유 
The Priceless Possession 

 

 
2. 요한복음 3:19-21절을 읽고 다음에 대하여 이 구절들이 분명히 밝히는 바를 쓰십시오.   
       Read John 3:19-21 and write what these verses declare about the following: 
 

a. 어둠  darkness  
 
 
b. 빛  light    
 
 
d. 에베소서 5:11-13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준 교훈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the instruction given to believers in Ephesians 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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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3:16-21절에 있는 구절들은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How are the verses found in John 3:16-21 an illustration of: 
 

a.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b.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c. 하나님의 심판   
God’s justice 

 
4.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답하여 보십시오.  
       Respond to God’s amazing love by writing a love letter to Him. 
 
 
 
제4일 : 요한복음 3:22-3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3:22-30 
 
1.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애논 가까운 곳에 있었습 
니다.  다음 절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요약하십시오.            Jesus has now gone with His 
disciples to the land of Judea.  John the Baptist is nearby in Aenon.  Briefly summarize what 
transpires in the following verses: 

 
a. 요한복음 John 3:22-24절 
 
 
b. 요한복음 John 3:25,26절 
 

 
2.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What was the concern of the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verse 26 
 
 

a. 요한복음 3:27-30절에서 침례 요한의 대답을 읽으십시오.  이 절들로부터 다음에 관한 몇 가지 
구절들을 쓰십시오.         Read the reply of John the Baptist in John 3:27-30.  Write a few phrases 
from these verses about: 

 
(1.) 예수님  

Jesus 
 
(2.)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3.) 침례 요한의 사역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b.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과 대조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함을 묘사하기 위하여 어떤 실례를 
들었습니까? 29절           What illustration did John the Baptist use to describe his ministry and 
the superiority of the ministry of Jesus?  verse 29 

 
 
3. 요한복음 3:30절 NLT에서 침례 요한의 선언을 잠시 숙고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점점 더 흥하여 
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점점 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겸손과 경배의 본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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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 to consider John the Baptist’s declaration from John 3:30 NLT: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How does this example of humility and worship speak to 
you?      

제5일 : 요한복음 3:31-36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3:31-36 
 
1. 요한복음 3:31-36절에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강력한 증거를 계속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월합니까? 31,32a 절에서 답하십시오.           John the Baptist continues his 
powerful witness concerning Christ in John 3:31-36.  Why is Christ’s testimony superior?  Answer 
from verses 31,32a.    

 
 
 
 
2. 요한복음 3:32b NLT는 아무도⋯없다 를 극 소수의 사람들 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다수 
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요한복음 3:33절은 그 증거를 받아들인 극 소수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John 3:32b NLT translates 
the phrase no one as how few.  Jesus’ testimony was rejected by the majority.  John 3:33 mentions  the 
few who did receive it.  What happens to those who receive His testimony? 

 
 
 
 
3. 요한복음 3:34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합니까?   
       What does John 3:34 testify about Jesus? 
 
 
 
4.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는 구절이 일곱 번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3:35절 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관찰하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구절들 을 
사용하십시오.           Seven times in the Gospel of John the phrase the Father loves the Son is used.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by reading John 3:35.  Use the following 
verses to substantiate these wonderful truths: 

 
a. 마태복음Matthew 3:16,17절 
 
 
 
b. 마태복음 Matthew 17:(1-4)5절 
 
 
 
 
c. 마태복음 Matthew 28:18절 

 
 
 
5. 요한복음 3:36절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3:36 what are the only choices available to men? 
 
 
 

a. 각 선택의 결과를 열거하여 보십시오.  
Cite the consequence of each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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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What do you believe about Jesus? 
 
 
제6일 : 요한복음 3:1-36절을 복습 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3:1-36 
 
1. 요한복음 3:1-36절을 마음에 두고 다음에 관한 설명을 짧게 써 보십시오.   
       With John 3:1-36 in mind write a short comment about the following: 
 

a. 니고데모 
Nicodemus 

 
 
b. 거듭남 

Born again 
 
 
c.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d. 예수님 

 Jesus 
 
 
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f. 어둠 

Darkness 
 
 
g. 빛 

Light 
 
 
h.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i. 신랑 

Bridegroom 
 
 
2. 이번 주 요한복음 3장의 공부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How has John 3 ministered to you this week?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쓰 
시면서 공부를 마치십시오.            Complete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expressing your thanks 
to the Lord for the gift of eternal lif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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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랑,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Thou my God shouldst die for me! 

-selected 



 
 
 

요한복음  4:1-54절  
JOHN 4:1-54 

 
Lesson 5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3:1-36절에 관한 지난 주 공부나 강의의 어떤 면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Which aspect of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John 3:1-36 touched your heart? 
 
 
 
 
 
 
2.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제자들과의 대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습니다.  4장을 읽고 오늘 특별히 당신의 흥미를 사로잡는 장면이나 단락 혹은 
구절을 찾고 왜 그런지 적으십시오.          In John 4 we have an opportunity to draw closer to Jesus by 
listening to Him as He meets with a Samaritan woman, speaks to His disciples, evangelizes the 
Samaritans and miraculously heals the son of a desperate father.  Scan Chapter 4 and find the scene, 
paragraph or verse that particularly captures your interest today and note why.     

 
 
 
 
 
3.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인식하며 
잠시기도하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기도를 여기 쓰십시오.           Knowing that the Lord loves you and 
desires to minister to you through His Word, take a few moments to pray.  Write your prayer here.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The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is seeking such to worship Him. 
요한복음John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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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 4:1-2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4:1-26 
 
1. 요한복음 4장의 공부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출발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요한복음 4:1-3절         We begin our study of John 4 with Jesus moving 
from Judea to Galilee.  What seemed to prompt this departure?  John 4:1-3 

 
 

a.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 어느 경로를 택하셨습니까? 4절 
Which route did Jesus choose to reach Galilee?  verse 4 

 
 

(1.)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He chose this unpopular way? 

 
 

b.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6절 
What was Jesus’ condition when He reached Samaria?  verse 6  

 
 

(1.) 예수님께서 멈추신 곳을 묘사해 보십시오. 5절 
Describe where He stopped.  verse 5 

 
 

(2.)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 
What did He do there?  verse 6 

 
 

(3.)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8절 
Where did His disciples go?  verse 8 

 
 
2. 사마리아 여자는 물 긷는 시간으로 정오를 택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으로 그녀가 사마 
리아 여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The Samaritan woman chose to draw her water at midday.  This 
would have been an unpopular time and might suggest that she was not a popular figure among the 
other Samaritan women.  How does Jesus initiate a dialogue with this woman in verse 7? 

 
 

a. 9절에서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How does she respond in verse 9? 

 
 
선택: 요한복음 4:9절에 비추어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연구하여 보고하십시오.          Optional:  In light of John 4:9 research the history of the 
Samaritans and how the Jews felt about them.  Report your findings. 

 
 
 
3. 요한복음 4:10-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그녀의 대답을 열거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계속 따라가 보십시오.  당신이 관찰한 것도 포함시키십시오.  

      Continue to follow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is Samaritan woman in John 4:10-26 by 
paraphrasing the statements of Jesus and citing her replies.  Include any observations: 

  
a. 예수께서 가라사대(10절) 
 Jesus said (verse 10): 

 
 

(1.) 여자가 가로되(11,12절) 
She said (verses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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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수께서 가라사대(13,14절) 
Jesus said (verses 13,14): 

 
 

(1.) 여자가 가로되(15절) 
She said (verse 15): 

 
 

c. 예수께서 가라사대(16절) 
Jesus said (verse 16): 

 
 

(1.) 여자가 가로되(17a절) 
She said (verse 17a): 

 
 

d. 예수께서 가라사대(17b,18절) 
Jesus said (verses 17b,18): 

 
 

(1.) 여자가 가로되(19,20절) 
She said (verse 19,20): 

 
 

e. 예수께서 가라사대(21-24절) 
Jesus said (verse 21-24): 

 
 

(1.)    여자가 가로되(25절) 
      She said (verse 25): 

 
 

f. 예수께서 이르시되(26절) 
Jesus said (verse 26): 

 
 

(1.)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출애굽기 3:14절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Use Exodus 3:14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Jesus' statement.  
What is He saying? 

 
 

4.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What statement of Jesus ministered to you the most?  Why? 
 
 
 
제3일 : 요한복음 4:27-38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4:27-38 
 
1.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여자와 대화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4:27절에서 답하십시오.       At this point the disciples return to find Jesus talking with the 
woman.  What was their reaction?   Answer from John 4:27. 

 
 
2. 요한복음 4:28-30절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what happened next according to John 4:28-30.  
 
 

a.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What was the Samaritan woman's witness concerning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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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she an example for you?     

        
 

3. 요한복음 4:31-34절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주고 받은 대화를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the exchange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in John 4:31-34.  

 
 
 

4.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다음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까?  
       What does Jesus want His disciples to understand about: 
 

a. 추수harvest 
 
b. 희어진 밭white fields 
 
c. 뿌리는 것sowing 
 
d. 거두는 것reaping 
 
e. 노력하는 것laboring   
 

 
5. 제자들이 양식 에 대해 혼동한 것이 어떤 면으로 그 여인이 생수 에 대해 혼동한 것과   비슷합니까?    
      In what way was the disciples' confusion about food similar to the woman's confusion about living 

water?     
 
 

a. 마태복음 9:37,38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까?  
What does Matthew 9:37, 38 instruct us to do? 

 
 

(1.) 당신은 어떻게 추수 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enter into the harvest? 

 
 
제4일 : 요한복음 4:39-45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4:39-45 
 
1. 요한복음 4:3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증거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을 묘사하십시오.  
       Focus on the result of the woman’s witness according to John 4:39.  Describe it.   
 
 

a. 이들 새신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것을 요청했습니까? 40절  
What did these new believers want Jesus to do?  verse 40 

 
 

(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result of His time with the Samaritans? 

 
 

(a.)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How long was He with them? 

 
2. 믿는 자가 더욱 많게  된 이유를 요한복음 4:41절을 읽으면서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감 
을 줍니까?             Read John 4:41 to see why many more believed.  How does this inspi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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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4:41,42 절에서 더 많은 믿는 자들 이 말한 믿음의 고백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Concentrate on John 4:41,42 and the confession of faith spoken by many more 
who believed.  What was their confession?     

 
 

a. 그들의 선언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요한복음 3:16,17절과 
요한일서 4:14절을 보십시오.         Comment on the significance of their declaration:  the Christ, the 
Savior of the world.   See also John 3:16,17; I John 4:14. 

 
 
4. 요한복음 4:43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4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지자 
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24절을 보십시오.         In John 4:43 Jesus departs 
from Samaria and travels to Galilee.  According to verse 44 what did Jesus testify about a prophet?   
See also Luke 4:24. 

 
 

a. 예수님은 갈릴리인들에게서 어떤 영접을 받았으며 왜 그랬습니까? 45절 
What reception did Jesus receive from the Galileans and why?   verse 45 

 
 

5. 요한복음 4:41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와 요한복음 4:45절에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를 대조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4:41 contrast the reason why the Samaritans 
believed in Jesus with the Galileans’ reason in John 4:45. 

 
 
a.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제5일 : 요한복음 4:46-54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4:46-54 
 
1. 요한복음 4:46-5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첫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다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님은 한 귀족 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족 (왕의 신하)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아마도 20마일은 걸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 귀족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을까요?  

      In John 4:46-53 Jesus is returning to Cana where the first sign took place.  There He is approached by 
a nobleman.  It is thought that this nobleman (royal official) probably walked the twenty miles from 
Capernaum to Cana to find Jesus.  Why did this nobleman seek Jesus out? 

 
 
2.   요한복음 4:46-54절에서 사건의 진행을 간단히 요약하십시오.  
      Briefly summarize the sequence of events from John 4:46-54. 
 
 

a. 50절에 따르면 이 귀족 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According to verse 50 what did the nobleman believe?    

 
 

(1.) 이 귀족 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How was the nobleman’s faith demonstrated? 

 
 

b. 어떻게 이 귀족의 믿음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전혀 다릅니까? 48절   
What made his faith distinct from the other Galileans?  vers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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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귀족 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 받았습니까? 51-53절 
How was the nobleman’s faith rewarded?   verses 51-53 

 
 
3.  이 귀족 이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본이 됩니까?  
     In what way was the nobleman an example for you? 
 
 
4.  당신의 믿음이 보상 받은 경험을 한가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your faith has been rewarded. 
 
 
제6일 : 요한복음 4:1-54절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4:1-54 
 
1. 이번 주 공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여 보십시오:   
       Reflect on this week’s study and write a comment for the following: 
 

a. 예수님의 약속들 
The promises of Jesus 

 
 

b. 사마리아 여자 
The Samaritan woman 

 
 

c. 목마름 
Thirst 

 
 

d.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e. 사마리아인들 
The Samaritans 

 

 

f. 추수 
The harvest 

 

 

g. 귀족 
     The nobleman 
 
 
h.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2. 이번 주에 공부한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What have you gleaned from John 4 this week?     
 
   
 
3.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어떤 격려를 받았습니까?  
       How have you been encouraged to believe the Word of God? 
 
 
 

주께서 말씀하시매, 그들이 나았도다. 
He spoke, and they were healed. 

시편Psalm 107:20a NLT 



 
 

요한복음5:1-47절  
JOHN 5:1-47 

 
Lesson 6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4:1-54절에 관한 공부나 강의가 어떤 특별한 면에서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격려가 
되었거나 혹은 도전을 주었습니까?           In what particular way were you inspired, encouraged or 
challenged by the lesson or lecture on John 4:1-54?  

 
 
 
2.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번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감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격분합니다.  그에 
잇따라 일어난 대결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과 그에 대한 증거들을 증언하심은 흥미 
롭습니다.  각 단락에서 다음의 주어진 제목을 뒷받침하는 한 절이나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In John Chapter Five Jesus manifests His third sign.  Returning to Jerusalem Jesus heals a lame 
man. The religious leaders are enraged that Jesus dared to heal on the Sabbath. The confrontation 
that ensues is captivating as Jesus testifies of His equality with God and the witnesses of His 
person.  Choose a verse or phrase from each section that supports the title given: 

 
a.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치심 - 요한복음 5:1-15절 

Jesus heals a man on the Sabbath - John 5:1-15   
 
 
b.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심 - 요한복음 5:16-30절 

Jesus claims equality with God - John 5:16-30    
 
 
c. 예수님께서 증인들로 증명하심 - 요한복음 5:31-47 

Jesus substantiates His claims with witnesses - John 5:31-47  
 

 
 
3. 주님께 당신의 성경공부를 맡기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Take a few moments to commit your Bible study to the Lord.  Write your prayer here.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believe they give you eternal life. 
But the Scriptures point to Me! 

요한복음John 5:39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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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 5:1-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5:1-15 
 
1. 요한복음 5:1절NIV은 그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못으로 알려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시고 왜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는지 설명하십시오. 요한복음 5:2-6a절        John 5:1 NIV opens 
with this statement, Some 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Jesus went to the 
area known as the pool of Bethesda.  Describe the scene and explain why the people were there.   
John 5:2-6a   

 
 
 
 

a. 예수님께서는 그 불구자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6b절 
What did Jesus ask the paralyzed man?  verse 6b  

 
 

(1.)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think He asked him this question?    

 
 
b. 그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절 

How did the lame man reply?  verse 7   
 
 
2. 요한복음 5:8-15절에서 묘사한 이 놀랄만한 사건의 진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구절에서 일어난 
일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Consider the remarkable sequence of events depicted in 
John 5:8-15.  Provide a brief account of what happened according to: 

 
a. verses 8,9절 
 
 
b. verses 10-13절 
 
 
c. verses 14,15절 
 
 

(1.)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After the lame man was heale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How 
does this speak to you? 

 
  
3. 요한복음 5:1-15절을 다시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음에 대해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Reread John 5:1-15 and focus on what Jesus 
said and did.   How did He show His: 

  
a. 불쌍히 여김compassion 
 
b. 미리 아심foreknowledge 
 
c. 그의 말씀을 통한 능력power through His Word 
 
d. 권세authority 
 

 
4.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기력함에서 건져내어 주신 때를 나누십시오.  
       Share one way Jesus has lifted you out of your help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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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 요한복음 5:16-23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5:16-23 
 
1.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의 적개심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5:16절에서 고침을 
받은 불구병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Note the hostility of the 
Jews (the religious leaders) against Jesus.  Observe their reaction to the healing of the lame man 
from John 5:16.  What do you see? 

 
 

a. 그들의 적개심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What did Jesus say in response to their hostility?  verse 17 

 
 

(1.)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121:4절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What is the significance of His response?  Use Psalm 121:4 to help with your answer. 

 
 

b. 이것이 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증오를 깊어지게 했습니까? 18절 
Why did this deepen their hatred toward Him?  verse 18 

 
      
 
2. 요한복음 5: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 
께서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강조하는 말로 시작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5:19-23절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사용하여 다음을 설명하십시오: 

      In John 5:19 Christ publicly proclaims His equality with God the Father.  This is so crucial that He 
began with these emphatic words, Verily, verily or Most assuredly, I say to you.  With this in mind, 
use key phrases from John 5:19-23 to describe:  

 
a.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존 

The Son’s dependency on the Father 
 
 
b.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The Father’s devotion to the Son 
 
 
    
3. 이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동등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How do these verses prove Jesus’ equality with God, the Father:     
 

a. 하시는 일에 in works - verse 19 
 
 
b. 지식에 in knowledge - verse 20 
 
 
c. 생명 주심에 in giving life - verse 21 
 
 
d. 심판하심에 in judgment  - verse 22 
 
 
e. 공경하심에 in honor - verse 23 

 
 
 
4.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해 줍니까?  
       How does recognizing the Deity of Christ enrich your appreciation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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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요한복음 5:24-3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5:24-30 
 
1. 요함복음 5장의 예수님의 강력한 메세지는 19절에서 이 장 마지막절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5:24절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 절은 믿는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제공 
합니까?       Jesus’ powerful message in John 5 extends from verse 19 to the end of the chapter.  
Begin today’s study by focusing on John 5:24.  What assurance does this verse provide believers?  

 
 

a. 24절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What does verse 24 say is necessary before we can claim the promise?   

  
 
b. 이 절이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How does this verse encourage you? 
 

 
 
2. 요한복음 5:25-2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구절은 이 장에서 세번, 이 복음서에서 일곱번 나옵 
니다.  요한복음 5:25-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동등됨을 계속 선언하십니다. 
다음 구절들을 설명하십시오:          In John 5:25-27 the phrase Verily, verily or Most assuredly is 
found for the third time in this chapter, the seventh time in this Gospel.  In John 5:25-30 Jesus 
continues to declare His equality with God, the Father.  Remark on the following verses: 

 
a. 부활의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일성 - 25,26절  

unity with the Father in resurrection power - verses 25,26 
 

 
(1.) 26b Phillips절의 아들도 또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셨다 는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보십시 

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Ponder this statement from verse 26b Phillips: the Son also 
has life in Himself.  Why is this significant? 

 
 

b. 권세에 있어서의 동일성27절 
unity in authority - verse 27 

 
 
c. 뜻과 심판에  있어서의 동일성 

unity in will and judgment - verse 30 
 
 

(1.) 왜 아들의 심판이 의롭습니까?  
Why is the Son’s judgment righteous?  

 
 
3. 28,29절에서 모든 사람의 미래에 대한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고 말씀 
하십니다.  다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Before addressing the future 
of all men in verses 28,29 Jesus states, Do not marvel at this.  What does He say about those: 

 
a. 무덤 속에 있는 자 

who are in the graves 
 
 

b. 선한 일을 행한 자 
who have done good 

 
 

c. 악한 일을 행한 자 
who have don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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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복음 5:30b절NIV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진술을 숙고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Consider Jesus’ powerful statement from John 5:30b NIV: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How does Jesus’ complete obedience and 
submission to the Father speak to you? 

 
 
 
제5일 : 요한복음 5:31-47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5:31-47 
 
1. 요한복음 5:31-39절에서 예수님은 여러가지 증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의 주장을 강요하십 
니다.  31,32절NKJV 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증거들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In John 5:31-39 
Jesus enforces His claims by citing various witnesses.  In verses 31,32 NKJV Jesus said, If I bear 
witness of Myself, My witness is not true. There is another who bears witness of Me, and I know that the 
witness which He witnesses of Me is true.  Comment on the following witnesses: 

 
a. 세례요한 - 33,35절 

John the Baptist - verses 33,35   
 
 
 
b. 예수님의 역사 -36절 

the works of Jesus - verse 36 
 

 
c. 아버지 - 37,38절 

the Father - verses 37,38 
 
 
 
d. 성경 - 39절 

the Scriptures - verse 39 
 

 
 
 
2. 요한복음 5:34b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증거를 준 이유를 주목하십시오.  
       Observe the reason Jesus gave this witness to them as you print John 5:34b here.   
 
 
 
3. 이 증인들이 제공한 강력한 증거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기를 
거절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요한복음 5:37-44절에서 선택하여 진술하십시오.         

      Think about the compelling evidence these witnesses provided. Yet, these religious leaders 
refused to believe.  State their problems by selecting phrases from John 5:37-44.  

 
 
 

a. 이 구절들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의 비극적인 영적 상태로 이끄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태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42,44절          Scan these verses once more and consider 
the attitudes which led to their tragic spiritual condition.  What was the cause of these 
attitudes?  verses 42,44  

 
 
 

4. 5:45-47절을 읽으시고 이 유대인들 에 대한 예수님의 고소를 요약하십시오.  
       Read John 5:45-47 and summarize Jesus’ indictment against these J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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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세는 유대 역사의 중심인물이었고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높이 존경 받았습니다.  
신명기 18:15,18절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Moses was a central figure in Jewish history and highly esteemed by all religious Jews.   How 
does Deuteronomy 18:15,18 explain Jesus’ statement, for he wrote about Me? 

 
 
 

(1.) 유대인들 이 모세 는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Why is it ironic for the Jews to claim to believe Moses and yet not to believe in Jesus?  

 
 
5.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witness concerning Jesus? 
 
 
 
제6일 :요한복음 5:1-47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5:1-47 
 
1. 5장을 공부한 후에 다음에 관하여 짧게 설명하여 쓰십시오.  
      After your study of Chapter Five write a short statement concerning: 
 

a. 병든 사람 
The lame man 

 
 
b. 예수님의 역사 

The work of Jesus 
 
 
c. 유대인들의 대적 

The opposition 
 
 
d. 예수님의 능력 

The power of Jesus 
 
 
e. 예수님의 권세 

The authority of Jesus 
 
 
f. 예수님의 증거들 

The witnesses of Jesus 
 

 
2. 예수님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What do you believe about Jesus?  
 
 
3.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가지 생각이나 진리 혹은 구절을 나누 
어 보십시오.         Share one thought, truth or verse from John 5 that seems most significant to you 
today.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요한복음John 17:3 NKJV   



 
 
 

요한복음 6:1-71절  
JOHN 6:1-71 

 
 

Lesson 7 
제1일 :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5:1-47절에 관한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서 당신이 가장 축복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blessed you the most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John 5:1-47? 
 
 
 
 
 
2.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고 
다음 문단들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In John 6 Jesus states, I am the bread of life.  This 
amazing claim follows the miraculous feeding of the multitude and Jesus walking on water.  Read 
John 6 and give a brief title for the following sections:  

 
a. verses 1-14절 
 
b. verses 15-29절 
 
c. verses 30-51절 
 
d. verses 52-71 절 

 
3. 아래에 기록된 약속을 읽으시고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 관한 기도를 쓰십시오.  
       Read the promise printed below and write a prayer concerning your study this week.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And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요한복음John 6:35 NKJV 
 
 

©2008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제2일: 요한복음 6:1-14절을 읽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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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DAY:  Read John 6:1-14 
 
1.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는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2절)  요한복음 6:3-7절에서 아래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In John 6 Jesus returns with His disciples to Galilee.  Great 
multitudes follow Him because they saw His signs which He performed on those who were diseased. 
(verse 2)  Supply the information needed below from John 6:3-7: 

 
a. 장소 location - verse 3절 

 
b. 때  time - verse 4절 

 
c. 딜레마the dilemma  - verses 5,7절 

 

e. 예수님의 의도Jesus' intention - verse 6절 
 

f. 누가복음 9:10-12절은 어떤 추가 내용을 제공합니까?  
What additional information does Luke 9:10-12 give? 
   

 
2. 요한복음 6:5-13절에 있는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대한 내용입니다. 5-9절에 
언급된 인물들을 열거하시고 사건의 진행에서 그들의 역할을 적으십시오:         The miracle in John 
6:5-13 is of such magnitude that it is included in all four Gospels. List the persons mentioned in 
verses 5-9 and indicate their role or part in the sequence of events:  
a. 
 
b. 
 
c. 
  
d. 

 
(1.) 예수님 외에  당신이 발견한 어떤 인물이 가장 흥미로우며 왜 그렇습니까?   

What person, besides Jesus, do you find most interesting and why?   
 
 
3. 요한복음 6:10-13절을 읽고,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기장에 
쓰는 것처럼 이 기적적인 사건을 묘사해 보십시오.          Read John 6:10-13.  Think about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be present that day.  Describe this miraculous event as you would for your 
personal journal.  

 
 
 
선택 질문: 마태복음 14:13-21절, 마가복음 6:32-44절 혹은 누가복음 9:10-17절을 읽고, 다른 복음서에서 

찾은 추가의 내용을 기록 하십시오.           Optional:  Read Matthew 14:13-21, Mark 6:32-44 
or Luke 9:10-17.   Note additional details you find in another Gospel. 

 
 
 
4.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14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ose who saw what Jesus did? John 6:14 
 
 

a.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action?  

제3일 : 요한복음 6:15-29절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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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AY:  Read John 6:15-29 
 
1.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15절        What did Jesus do in reaction to the people's desire to force Him to be king?  John 6:15 
 
 

a. 당신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Jesus did this? 

 
 
2.   저녁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16-19절 
       What happened when evening came?  John 6:16-19 

 
 
 
a. 19b-21절의 기적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Put into words the miracle of verses 19b-21.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위안의 말을 하셨습니까?  
What comforting words did Jesus speak to the disciples?  

 
 
b. 이 사건이 당신에게 어떻게 위안이 됩니까?  

How are you comforted by this event? 
 
 
 

선택 질문: 마태복음 14:22-33절과 마가복음 6:45-52절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몇가지 더 포함하십시오. 
Optional:  Include a few more details about this event from Matthew 14:22-33 and Mark 6:45-52. 
 
 
 
3. 요한복음 6:22-24절은 우리를 다음 날로 안내하여 이 장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주목 
하십시오. 다른 배들이 디베랴에서 온 것을 무리가 보고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24절   John 6:22-24 takes us to the next day and provides the background to the 
remaining verses in this chapter.  Notice that the crowd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realized that neither the disciples nor Jesus was there.  What did they decide to do when they saw 
that other boats came from Tiberias?  John 6:24   

 
 

a. 그들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을때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25절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what did they ask Jesus?   verse 25 

 
 
4. 요한복음6:26,2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하 
신 그의 대답을 생각해 보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Think about Jesus’ reply in John 
6:26,27 where once again He begins with Verily, verily or Most assuredly I say to you.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s:   

 
a.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Why were they seeking Him? 
 
b.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What warning is given? 
 
c.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What directive is given? 



 4 

5. 요한복음 6:28-58절은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이어지는 대화를 기록합니다.  28절에서 그들의 두번째 
질문을 주목하십시오.   29절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강력한 대답을 숙고하십시오.           

       John 6:28-58 records the ensuing dialogue between Jesus and the crowd.  Observe their second 
question in verse 28.  Consider Jesus’ powerful answer as you write verse 29 phrase by phrase.   

 
 

a. 이 절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이 됩니까?  
How does this verse minister to you? 

 
 
제4일 : 요한복음 6:30-51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6:30-51 
 
1.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무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떡과 생선을 
먹은 똑같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증명하라고 뻔뻔스럽게도 질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30,31절에서 그들의 요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The miraculo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provides the foundation for His message to the crowd. The same crowd who ate the 
bread and fish had the audacity to ask Jesus to prove Himself.  Write their request in your own 
words from John 6:30,31.   

 
 

a. 그들은 누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떡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까? 31,32절 
Who did they claim gave their fathers bread? verses 31,32 

  
(1.) 누가 실제로 그들에게 떡 을 주었습니까?  

Who really gave the bread to them?   
  
c. 33절에 따르면 누가 참 떡 입니까?  

According to verse 33 Who is the true bread? 
 

(1.) 34절에서 무리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How does the crowd respond in verse 34? 

 
d. 35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What is Jesus' amazing proclamation and promise in verse 35? 
 
 

(1.) 잠시 멈추시고 이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반응을 나누어 보십시오.  
Stop for a moment and ponder this and share your response. 

 
 

d. 36절에서 무리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픈 현실을 기록하십시오.  
       Note the sad reality that Jesus states concerning the crowd in verse 36.  

 
 
2. 요한복음 6:37-40절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강력한 약속들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의지에 관하여 한 두가지 발견하신 것을 쓰십시오:         John 6:37-40 contains powerful 
promises and purposes spoken directly by our Lord.  Write one or two discoveries about God’s:  

 
a. 약속promises 
 
 
b. 목적(뜻)purposes (will)  
 
 
 
e. 이 절들에서 당신에게 가장 뚜렷한 것은 무엇입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from these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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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수군거리고 불평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41,42절           At this point the Jews (the religious leaders) become 
involved in the exchange.  What were they murmuring and complaining about?  John 6:41,42 

 
 
 

a. 요한복음 6:43절에서 예수님의 충고를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과 교훈을 44-
51절에서 읽으십시오.  다음에 대하여 한가지 진술이나 관찰한 것을 쓰십시오.  
Notice Jesus’ admonition in John 6:43.  Then read verses 44-51 to see His explanation and 
instruction.   Write one statement or observation about:   

  
(1.) 아버지the Father 
 
(2.) 사람man 
 
(3.) 예수님Jesus 
 
(4.) 만나 와 산 떡 과 다른점 
          the difference between manna and the living bread 
 

 
4. 요한복음 6:5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Ponder Jesus' statement in John 6:51.  What does this mean to you? 
 
 
제5일 : 요한복음 6:52-7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6:52-71 
 
1. 요한복음 6:63절은 예수님의 선언을 깨닫는데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의 영적 본질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John 6:63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claims of Jesus.  Notice the spiritual quality of His words.  What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a. 52절은 그들의 부족한 영적 깨달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How does verse 52 show their lack of spiritual understanding?  

 
 
f. 53-58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하여 진실로 말씀하시고 계셨는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Explain what Jesus was really talking about in verses 53-58. 
 
 
c.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 안에 참예 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be a partaker in Jesus? 
 
 
2.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6:59절NLT).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로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60,66절 

      He said these things while He was teaching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John 6:59 NLT).  What 
happened to many of His disciples as a result of what He said?   John 6:60,66 
 
 
a.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질문들을 사용하셨습니까? 61c, 62절 

What questions did Jesus use to challenge His disciples?   verses 61c,62 
 
 

3. 6장의 다음의 절들은 전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How do the following verses from Chapter Six manifest the omniscience of Jesus: 

a. verse 6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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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rse 64절 
 
c. verse 70절 
 
d. verse 71절 
 

4. 요한복음 6:67-69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열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At this point in John 6:67-69 Jesus turns to address His 
twelve disciples.  What question did Jesus ask them in verse 67? 

  
 

a. 68, 69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쓰십시오.   
Write Peter's response from verses 68,69. 

 
 
d. 당신은 베드로의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How do you bear witness with Peter's declaration? 
 
 

제6일 : 요한복음 6:1-71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6:1-71 
 
1. 이번 주 공부에 비추어 다음에 관한 짧은 설명을 써 보십시오.  
       In light of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short comment about: 
 

a. 오천명을 먹이심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b. 제자들 

The disciples 
 
c. 갈릴리에서의 기적 

The miracle on Galilee 
 
d. 아버지 

The Father 
 
e.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f. 무리 

The crowd 
 
 

2. 당신의 삶에 예수님 자신이 산 떡 으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How has Jesus shown Himself to be the Living Bread in your life?  Why? 
 
 
 
3. 이번 주에 당신은 요한복음 6장의 어떤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What promise from John 6 do you need to claim this week?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알았삽나이다. 

Also we have come to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요한복음John 6:69 NKJV 



 
 

요한복음  7:1-53 
JOHN 7:1-53 

 
Lesson 8 

 
제  1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6장을 잠시 복습하십시오.  이 장이 어떻게 새해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Take a few minutes to review John 6.  How has this chapter prepared you for the coming year? 
 
 
 
2.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예루살렘의 초막절, 즉 장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명절에 하신 예수님의 
주장과 행동과 말씀들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들에서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단어나 문구나 구절을 택하시고 당신의 반응을 쓰십시오.     

      The context of Chapters 7, 8 and 9 of John takes place at the Feast of Sukkot or Tabernacles in 
Jerusalem.  Jesus’ claims, actions and words reverberate at this feast with divine significance. 
Choose a word, phrase or verse from the following passages that particularly arrests your attention 
and write your response:  
a. 요한복음 7:1-10절 

 John 7:1-10 
 
 
b. 요한복음 7:11-24절 

John 7:11-24 
 
 
c. 요한복음 7:25-36절 

John 7:25-36 
 
 
d. 요한복음 7:37-53절 

John 7:37-53 
 
 
3. 아래의 구절에 있는 약속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기도를 여기에 쓰십시오. 

Observe the promise in the verse printed below.  With this in mind, write your prayer here.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요한복음  John 7:38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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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일 : 요한복음  7:1-1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7:1-10 
 
1. 요한복음 7:1-9 절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간의 흥미로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동안 유대 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b절        John 7:1-9 records an interesting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His half brothers.   While they were in Galilee what was going on 
in Judea?  verse 1b 

 
 

a. 그 형제들은 예수님과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2-4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did Jesus’ brothers discuss with Him?   Answer from verses 2-4. 

 
  
 
b.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 에 관하여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What does verse 5 declare about His brothers?  
 

 
(1.) 5절은 어떻게 요한복음 1:11절을 확인해 줍니까?    

How does verse 5 confirm John 1:11? 
 
 
선택질문: 초막절 을 연구해 보고 그것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레위기 23:34-43절)  
Optional:   Research the Feast of Tabernacles and give a brief description of it.  (Leviticus 23:34-43)   
 
 
 
 
2. 요한복음 7:6-8절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반응을 설명하십시오.    
       Explain our Lord’s response to His brothers in John 7:6-8.  
 
 
 
 

a.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Why does the world hate Jesus?   

 
 
 
3.  시편 31:15a절과 사도행전 1:7절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 구절들이 요한복음 7:6,8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나의 때 에 관하여 어떻게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까?    Read Psalm 31:15a and Acts 1:7.  
How do these scriptures lend a greater significance to Jesus’ reference to My time in John 7:6,8? 

 
 
 

a. 당신은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일정을 주관하시도록 할 것입니까?   
How will you let the Lord order your schedule?   

 
 
 
4. 요한복음 7:9,10절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해 보십시오.    
       Describe what transpired in John 7:9,10. 
 
 
 

a.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Jesus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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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일 : 요한복음 7:11-2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7:11-24 
 
1. 요한복음 7:11-13 절은 명절 중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엿보게 해 줍니다.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유대인들과 무리들의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하십시오.     

      The verses in John 7:11-13 provide a glimpse of those at the feast and their attitude toward Jesus.     
Use these verses to record the various opinions concerning Jesus from:    
a.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the Jews (religious leaders)  
 
 
b. 무리들 
       the people  

 
 
 
2. 요한복음 7:14절에서 예수께서 명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묘사하십시오.    
       Describe what Jesus did at the feast in John 7:14. 
 
 

a.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eople to His teaching?   verse 15 

 
 

(1.) 그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Why did they react this way? 

 
 
 
3. 교훈 이란 디다케 라는 헬라어로 단순히 가르치다 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16,17절에서 예수님 
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Doctrine is the Greek word didache 
which simply means teaching.  What did Jesus say about His teachings in John 7:16,17?  

 
 

a.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확증합니까? 17절    
How does obedience to God’s will verify Jesus’ doctrine?   verse 17 

 
 
 
4. 요한복음  7:18 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Write John 7:18 in your own words. 
 
 

a. 자신의 영광 뒤에 숨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ource behind self-glory?     

 
 
b.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 을 구하셨습니까?   

Whose glory did Jesus seek? 
 
 

c.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을 구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seek the glory of God? 

 
 
5. 요한복음 7:19-24 절에는 다음에 관한 유대인의 위선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How is the hypocrisy of the Jews revealed in John 7:19-24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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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율법  19절     
the Law  verse 19 

 
 

b. 할례  21-23절   
circumcision  verses 21-23 

 
 

c. 그들의 판단 20,24절     
their judgment  verses 20,24 
 
 
(1.) 24절 (NKJ 번역판) 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판단이 옳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1-5절을 보십시오. 
        Verse 24 NKJV reads:  Do not judge according to appearance, but judge with righteous judgment.                     

How can we ensure that our judgment is righteous?  See Matthew 7:1-5. 
 
 
제  4일  : 요한복음 7:25-36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7:25-36 
 
1. 요한복음 7:25-36 절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에 있는 토론과 이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찰한 것을 열거해 보십시오:   John 7:25-36 records the debate and dissension among the 
people concerning the identity of Jesus.   Cite the observations of the people:  
a. verse 25절 
 
 
b. verse 26절 
 
 
c. verse 27절 

 
 
(1.) 오늘날 이와 똑 같은 의견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How are these same opinions expressed today? 
 
 
2. 요한복음 7:28-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declare about Himself in John 7:28-29? 
 
 
 
3. 요한복음 7장의 아래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선포에 관한 대조적인 반응들을 주목하십시오.  
       Note the contrasting reactions to His declarations from the verses in John 7 below:  

a. verse 30절 
 
 

b. verse 31절 
 
 

c. verse 32절 
 
 
4. 요한복음 7:33,34절의 이해를 돕기위해 요한복음 14:2,3절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Use John 14:2,3 to assist you in understanding John 7:33,34.  What was Jesus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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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 했는지 주목하십시오. 35,36절의 유대인들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질문해 보십시오.   Notice how His remarks were misunderstood.  Paraphrase the Jews’ 
questions from verses 35,36. 

 
 
 
5.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큰 논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Today there is still great controversy concerning Jesus.  What do you say about Jesus? 
 
 
 
제  5일 : 요한복음 7:37-53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7:37-53 
 
1. 요한복음 7:37-53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에 일어난 절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39절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해 보십시오.    John 7:37-53 records the climactic event o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Describe what happened from verses 37-39.   

 
 
 

a. 요한복음 7:39 절을 사용하여 다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Use John 7:39 to explain the following:  
(1.) 예수님의 초대    37절     

the invitation of Jesus   verse 37 
 
 
(2.) 예수님의 약속    38절    

the promise of Jesus   verse 38 
 

 
2. 다음의 요한복음 7장의 구절에서 그들의 언급에 주목하면서 무리들 사이의 이견을 쓰십시오:    
       Note the dissension among the crowd as you focus on their comments from John 7:  

a. verse 40절 
 

b. verse 41절 
 

c. verse 42절 
 
 

(1.) 42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누가복음 2:4-7절에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모르 
고 있었습니까?   From verse 42 what did the people not know about Jesus that you know 
from Luke  2:4-7?   

 
 
  

3. 예수님의 주장으로 인해 무리들 사이 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7:43절     
       As a result of Jesus’ claims, what happened among the people?   John 7:43 
 
 

a.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How is this still happening today? 

 
 
 
4. 요한복음 7:44-46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Summarize the events that took place in John 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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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5. 요한복음 7:47-52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이론적 설명은 무엇이었습니까?   Notice the animosity of the Pharisees 
against Jesus in John 7:47-52.  What was their rationale in trying to disqualify Him? 

 
 

a.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노력했습니까?    
How did Nicodemus seek to defend Jesus? 

 
 
 

(1.) 오늘 당신은 믿지 않는자들을 도전하는데 그의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How can you use his question to challenge unbelievers today?  

 
 
 
 
제   6일 : 요한복음 7:1-53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7:1-53 
 
1. 다음에 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Comment on the following: 
 

a. 예수님의 형제들   
Jesus’ brothers 

 
 
b. 명절 중에 유대인들    

The Jews at the Feast 
 
 
c. 교훈   Doctrine 

 
 
 

d. 판단   Judgment  
 
 
 
e. 생수  Living Water 
 
 
 
f. 니고데모  Nicodemus 
 
 

 
2. 요한복음 7장의 어떤 면이 이번 주에 당신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What aspect of John 7 ministered to you the most this week?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No man ever spoke like this Man! 

요한복음 John 7:46b NKJV 



 
 

요한복음 8:1-59절  
JOHN 8:1-59 

 
Lesson 9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7장의 공부나 강의가 당신에게 교훈이 된 특별한 면을 상기하여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오. 

Recall a specific way the study or lecture on John 7 ministered to you and share why. 
 
 
 
 
2.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성전 뜰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례하게  
예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번 주 8장을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깊은 인내와 지혜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주목할 만한 
진술이나 주장들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록 하십시오.          The courtyard of the temple is the 
setting of John 8.  There, as Jesus is teaching, He is rudely interrupted by the religious leaders.  As 
you study Chapter Eight this week,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rofound patience and wisdom of 
Jesus as He deals with these contrary men.  Choose and record one of His remarkable statements or 
claims from the following passages: 

 
a. 요한복음John 8:1-11절 
 
 
b. 요한복음John 8:12-30절 
 
 
c. 요한복음John 8:31-47절 
 
 
d. 요한복음John 8:48-59절 

 
 
3.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 쓰십시오.          Prayer is vital to understanding and 
applying God’s Word.  With this in mind, take time now to pray.  Write your prayer here.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My disciples indee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John 8:31,32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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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 8:1-11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8:1-11 
 
1. 어떤 학자들은 용서에 대한 그 심오한 교훈 때문에 이 부분 (요한복음 8:1-11절)을 요한복음에서 제외 
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발견되어 초대 교부들에 의해 
요한이 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 자신의 말로 요약 하십시오.        
Some scholars have tried to omit this passage (John 8:1-11) from the gospel of John because of its 
profound lesson of forgiveness.  However, this account is found in the most ancient manuscripts 
and credited to John by the early Church fathers.  Summarize this story in your own words. 

 
 
 
 
 
 

a. 6-8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Comment on Jesus’ demeanor in verses 6-8. 

 
 
 

b. 7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What radical statement did Jesus make in  verse 7?  

 
 
 

(1.) 이 말이 왜 그렇게 충격적입니까?  
Why is this statement so radical? 

 
 
 
2. 요한복음 8:6절과 출애굽기 31:18절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Explore the parallel between John 8:6 and Exodus 31:18.  What do you see?  
 
 
 
 
3. 요한복음 8:9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그 여자를 고소하던 자들의 반응을 주목 하십시오. 그들 
은 무엇을 했습니까?      Note the reaction of the woman's accusers in John 8:9 to Jesus’ actions.  
What did they do? 

 
 

a.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Why did they do what they did? 
 
 
b.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 woman? 
 

 
4. 요한복음 8:10,11절에서 예수님과 고소당한 여인과의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Ponder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accused in John 
8:10,11.  What do you learn from Jesus? 

 
 
 
5. 이 이야기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이 됩니까?  
       What aspect of this story ministers to you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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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 요한복음8:12-3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8:12-30 
 
1. 바로 전날 밤에 성전 뜰에 네개의 우뚝솟은 메노라 촛대들의 장대한 촛불 점화와 함께 초막절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찬란하게 빛나는 가지 모양의 촛대들은 예루살렘 
전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8:12a절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기록 하십시오.          It is significant to know that the Feast of 
Tabernacles had just concluded the previous night with the grand lighting of the four towering 
menorahs in the temple courtyard.  These brilliant candelabras illuminated all of Jerusalem.  With 
this backdrop in mind, read Jesus’ magnificent statement in John 8:12a.  Print that statement here. 

 
 

a. 이 말씀이 어떻게 출애굽기 13:21절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 
에게 기억나게 했습니까?           How did this statement remind the people of God's presence 
with their forefathers in Exodus 13:21? 

  
 
b. 요한복음8:1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빛의 유익에 대하여 몇가지 비교하여 보십시오. 
       Compare a few of the benefits of light with Jesus’ statement in John 8:12. 
 
 
c. 요한복음8:1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In John 8:13 how did the Pharisees respond to His statement?  
 

 
2. 요한복음8:14-19절에 있는 다음 주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say about the following subjects in John 8:14-19: 
 

a. 예수님의 증거   14, 17, 18절 
       His witness     verses 14,17,18 
 
 
b. 심판    15,16절 

              judgment      verses 15,16 
 
 
c. 예수님의 아버지  18, 19절 

              His Father     verses 18,19 
 
 
3.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까? 요한복음8:20절 
       Why couldn’t they lay hands on Jesus?   John 8:20 
 
 
4. 요한복음8:21-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In John 8:21-24 not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Jews 
to Jesus’ statements.  What was He saying to them? 

 
 
 
 

a. 요한복음8:22절에 따르면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According to John 8:22 what did they misunderstand?    

 
 
5. 요한복음8:25-29절에서 예수님은 25절에 있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쓰십 
시오.       In John 8:25-29 Jesus answered their question posed in verse 25.  Write thei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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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26,28,29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하이라이트하십시오.  
Highlight Jesus’ answer from verses 25,26,28,29. 

 
b. 요한복음8:27,30절에서 다른 두가지 반응을 주목 하십시오.   

Note the two different responses from John 8:27,30. 
 
 

c. 요한복음 8:2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According to John 8:29 what was the objective of Jesus’ life? 

 
   
6.   오늘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마음에 닿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Gleaning from the verses studied today what verse spoke to you the most? 
 
 
제4일 : 요한복음 8:31-4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8:31-47 
 
1. 요한복음8:31,32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제안하셨습니까? In John 8:31,32 Jesus speaks directly to those Jews who believed Him.  What promise 
does Jesus offer? 

 
 

a. 31절에 있는 이 약속의 조건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condition of this promise in verse 31. 

 
 

(1.)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How will you do this? 

 
 
2. 요한복음8:33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무엇을 믿기를 거부했습니까?  
       What did the Jews refuse to believe about themselves in John 8:33? 
 
 
선택 질문: 유대인들이 이전에 겪은 종 생활을 상기해 보십시오.  
Optional:    Recall the previous bondages the Jews had endured. 
  
 
3. 요한복음8:34절에 따르면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According to John 8:34 how is a person enslaved? 
 
 

a. 당신은 어떤면으로 사람들이 노예 되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In what ways have you seen people become enslaved? 

 
 
4. 요한복음8:35,36절에서 예수님은 참 자유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What did Jesus say about true freedom in John 8:35,36? 
 
 
 
5. 요한복음8:37-47절에서 예수님은 세 아버지를 대조하십니다. 이 아버지들의 속성과 행동을 쓰십시오. 
      In John 8:37-47 Jesus contrasts three fathers.  Note the attributes and actions of these fathers:  

a.  하나님God 
  

b. 아브라함Abraham 
  

c.  마귀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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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유대인들은 이들 중 어느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까? 39,41절 
              Which of these did the Jews claim to be their father?  verses 39,41 
 
 

(1.) 그들은 이들 중 어느 아버지를 가장 닮았습니까?  
Which of these fathers did they most resemble? 

 
 
6. 당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구체적인 속성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Write a prayer asking for specific attributes of your heavenly Father to be manifested in your life. 
 

 
제5일 :요한복음8:48-59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8:48-59 
 
1.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굴욕적인 비난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까? 요한복음8:48  
       What humiliating accusation did these religious Jews hurl at Jesus?  John 8:48 
 
 

a. 요한복음8:49,5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비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How did Jesus answer His accusers in John 8:49,50?   

 
 
 
 
2. 요한복음 8:51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쓰십시오.  
       Write the extraordinary promise given by Jesus in John 8:51. 
 
 

a. 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What condition must be met to receive this promise? 

 
 

(1.) 당신은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meet this condition? 

 
 
3. 요한복음8:52-58절에서 유대인들의 논쟁은 더욱 더 강도를 더해 갑니다. 그들은 화를내어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들을 퍼붓습니다. 54-56,5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질문들에 답 
하십시오.           The Jews grow increasingly argumentative in John 8:52-58.  Angrily they hurl a 
series of questions at Him.  Answer their questions below using Jesus’ words in verses 54-56,58: 

 
a.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Abraham? 
 
 

b.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make Yourself out to be? 

 
 

c.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Have You seen Abraham? 

 
 
4. 예수님의 요한복음8:58절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8:59절에 있는 그들의 성난 반응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their angry reaction in John 8:59 to Jesus’ disclosure in John 8:58. 
 

a. 그들을 격분하게 한 요한복음8:5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did Jesus say in John 8:58 that enrag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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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질문: 출애굽기3:14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Optional:  Using Exodus 3:14, explain the implication of Jesus’ statement. 
 
 

b.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분노를 피했습니까?  
How did Jesus escape their wrath? 

 
 
5. 오늘 공부한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묘사하십시오. 
      Using what you have studied today, describe the greatness of Jesus and the honor He deserves. 
 
 
제6일 :요한복음8:1-59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8:1-59 
 
1. 요한복음8장의 공부로부터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여 써 보십시오. 
       From your study in John 8, write a comment about the following: 
  

a. 용서Forgiveness 
 
 

b. 정죄Conviction 
 
 

c. 빛Light 
 
 

d. 예수님의 말씀His Word 
 
 

e. 노예Slavery 
 
 

f. 자유Freedom 
 
 

g. 아브라함Abraham 
 
 

h. 사탄Satan 
 
 

i. 내가 있느니라I AM 
 
 
 
2. 요한복음8장에서 당신에게 가장 교훈이 된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in John 8 ministered to you the most?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have the light of life. 
요한복음John 8:12 NKJV 



 
 

요한복음   9:1-41 
JOHN 9:1-41 

 
Lesson 10 

 
제  1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8장에 관한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서 오늘 당신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는 성경 구절이나 생각 
혹은 통찰력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scripture, a thought or insight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John 8 that lingers with you today. 

 
 
 
 
 
2. 요한복음 8: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를 고치심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이 기적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유대인 공회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아래의 문단 구분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을 적으십시오. 

      John 8:12 Remember Jesus’ declaration in John 8:1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have the light of life.  In chapter 9 of John, Jesus verifies that declaration by 
healing a man blind since birth.  This miracle greatly troubled the Jewish council because of its 
messianic implications.  Read John 9 and record what impresses you the most from the sections 
below: 

 
a. verses 1-12절 
 
b. verses 13-23절 
 
c. verses 24-34절 
 
d. verses 35-41절 
 
 

3. 이번 주 공부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께 당신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In preparation for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prayer 
asking God to open your eyes to the wonders in His Word. 

 
 
 
 
 
 

한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One thing I know:  
 that though I was blind, now I see. 

요한복음  John 9:25b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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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일 : 요한복음 9:1-12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9:1-12 
 
1. 요한복음 9장의 사건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성전 근처의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났습 
니다.  1절에 따르면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The events of John 9 occur while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 Jerusalem in the area of the temple.  According to verse 1 what draws 
Jesus’ attention?  

 
 
2. 사람들은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9:2,3절에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까?           People love to blame others for sin.  
This is clearly seen in John 9:2,3.  Where did the disciples attempt to place the blame? 

 
 

a.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추측에 반박하셨습니까?   
How did Jesus counter their wrong assumption? 

 
 

b.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What did Jesus identify as God’s purpose for this man? 

 
 

(1.) 이것이 당신의 시련들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떤 깨우침을 줍 
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concerning God’s desire to use your trials for glory? 

 
 
3. 요한복음 9:4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In John 9:4 what did Jesus state was His purpose?  
   
 
4. 요한복음 9:5-7절에서 밝혀진 사건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Summarize the events that transpired in John 9:5-7.  
 
 
 

a. 요한복음 9:5b절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12절의 선포를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여기에 
적으십시오.   In John 9:5b Jesus reiterated His declaration found in John 8:12.  Print that 
declaration here. 

 
 

(1.) 6,7 절이 어떻게 이 선포를 증명해 줍니까?    
How do verses 6,7 verify this declaration? 

 
 

b.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서 35:(4)5절의 성취입니까?   
How is this a fulfillment of Isaiah 35:(4)5? 

 
 
5. 이 소경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How was the blind man blessed by following the directive of Jesus? 
 
 

a. 이것이 당신에게 순종에 관하여 어떤 면으로 교훈을 줍니까?   
In what way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obedience?  

 
 
6. 요한복음 9:8-12 절을 사용하여 다음의 여러가지 반응을 열거해 보십시오.   
       Use John 9:8-12 to cite the various rea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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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웃  neighbors 
 
 

b. 타인들  others 
 
 

c. 고침 받은 자  the healed man 
 
 

d. 이 기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action to this miracle? 

 
 
제  3일 : 요한복음  9:13-23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9:13-23 
 
1. 이 기적 후에 일어난 소동을 관찰하십시오. 요한복음 9:13 절에 따르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Observe the fracas that erupted following this miracle.  In John 9:13 where was the man taken? 
  

a.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4절     
When did this take place?   verse 14 

 
b. 요한복음 9:14절과 요한복음 5:16,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Link John 9:14 with Jesus’ statement in John 5:16,17.   
Why is it significant that Jesus healed on the Sabbath? 

 
 

 
2. 요한복음 9:15-17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심문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바리새인들 간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까?         Consider the Pharisees’ interrogation of this man in John 9:15-17.  
What caused the division among the Pharisees? 

 
 

a.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까?   
What were the differing opinions about Jesus?   

 
 

 
(1.)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병고침 받은 자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17b절    Record the man’s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do you say about Him because He opened your eyes?  verse 17b 

 
 

(a.)  이 반응을 요한복음 9:11절의 첫 반응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을보십니까? 
Compare this response with his first response in John 9:11.  What do you see? 

 
 
 
3.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믿기를 거부했습니까? 요한복음 9:18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did the Pharisees refuse to believe about this man?  Answer from John 9:18.  
 
 

a. 요한복음 9:19절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What action did they take in John 9:19?   

  
 

b. 요한복음 9:20-23절에서 그 부모의 대답을 인용해 보십시오.    
Cite the parents’ reply from John 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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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부모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Why did the parents answer as they did? 

 
 

(2.) 두려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How can fear affect our witness for Christ? 

 
 
4. 당신은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존재에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think the Pharisees were so threatened by Jesus?   
 
 

a.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위협을 느낍니까?   
Why are men threatened by Jesus today? 

 
 
제  4일 : 요한복음 9:24-3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9:24-34 
 
1. 요한복음 9:24a 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전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What command did the Pharisees give to the formerly blind man in John 9:24a? 
 

a.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24b절   
How did they blaspheme Jesus?   verse 24b 

 
 

(1.) 왜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Why were they wrong?    

 
 
b. 파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행한 그 사람의 담대한 진술을 25c절에서 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Undaunted by the threat of excommunication, consider the bold statement of this man by 
printing verse 25c.    

 
 

(1.)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suppose motivated this boldness?    

 
 
(2.) 다음 문장을 완성하여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진술을 쓰십시오.   

Write your personal statement about Jesus by completing the sentence:   
 
 전에 나는   Once I wa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이제 나는   but now I’m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들의 강렬한 심문과 그의 담대한 대답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시험 
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Contemplate the testing of the man’s faith through the intense 
interrogation and the boldness of his response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a.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6절    

What did the Pharisees ask the man?   verse 26 
 
 
b. 그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7절   

What did the man ask the Pharisees?   verse 27 
 
 
c.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로 방어했습니까? 28,29절   

What was the Pharisees’ defense?   verses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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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 사람의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30-33절    
What was the man’s testimony?  verses 30-33 

 
 

e. 이 기적이 왜 그렇게 특별합니까? 32절   
Why was this miracle so unique?   verse 32 

 
  
3. 요한복음 3:2 절의 니고데모의 인정과 요한복음 9:33절의 그 사람의 선포의 유사점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Note the parallel between the acknowledgement of Nicodemus in John 3:2 and 
this man’s declaration in John 9:33.  What do you see?  

 
 
4. 요한복음 9:3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 
니까?       What was the Pharisees’ final conclusion in John 9:34, and what did they do to this man? 

 
 
5. 요한복음 9:3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놀라와 했습니까?    
       Consider John 9:30 once more.  What did the man find marvelous? 
 
 

a. 이 기적을 시편 146:8a절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놀라십니까?    
Ponder this miracle in light of Psalm 146:8a.  At what do you marvel? 

 
 
제  5일 : 요한복음  9:35-4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9:35-41 
 
1. 요한복음9:35절의 예수님의 반응은 요한복음9:34절의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어떻게 다릅니까?  
       How does the response of Jesus in John 9:35 differ from the Pharisees’ action in John 9:34?  
 
 

a. 당신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동에 어떤 격려를 받으십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e compassionate conduct of Jesus? 

 
 
b. 35b절의 예수님의 질문을 여기에 적으십시오.   

Print Jesus’ question in verse 35b here. 
 
 

(1.)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근거로하여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Based on what Jesus has done for you, how would you answer this question? 

 
 
2. 요한복음 9:36절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순수한 질문을 제기했습니까?   
       What sincere question did the man pose to Jesus in John 9:36? 
 
 

a.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기적을 상기시켜 주셨습니까?   37절    
In identifying Himself, Jesus reminded the man of what miracle?   verse 37 

 
 

b. 38절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켰습니까?  
According to verse 38, what reaction did this inspire? 

 
 

(1.)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how you have been inspired by the work of Jesus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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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9:39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가지 목적을 밝혀 보십시오.   
        From John 9:39 identify one purpose for Jesus’ coming into the world. 
 
 
 

a. 요한복음 3:18 절은 이 말씀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게 해 줍니까?   
How does John 3:18 clarify this statement? 

 
 
 

b. 요한복음 9:40 절을 사용하여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Using John 9:40 record the reaction of the Pharisees. 

 
 
 

c. 바리새인들을 소경으로 만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41절   
What was the root issue for the Pharisees’ blindness?    verse 41 

 
 
 
4.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소경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까?   
       How can men be healed of spiritual blindness? 
 
 
 

a. 당신은 어떻게 영적인 소경에서 치유 받았습니까?   
How were you healed of spiritual blindness? 

 
 
 
 
제  6일  : 요한복음  9:1-41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9:1-41 
 
1. 이번 주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에 관한 논평을 쓰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comment about: 
 

a. 예수  Jesus  
 
b.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 
 
c. 소경  The blind man 
 
d. 부모님  The parents 

 
e. 두려움  Fear 
 
f. 바리새인  The Pharisees 

 
g. 불신앙  Unbelief 

 
h. 영적인 소경됨  Spiritual blindness 

 
i. 영적인 눈   Spiritual sight 
 

 
2. 요한복음 9장의 공부가 당신에게 깨달음을 준 한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the study of John 9 ministered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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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Since the world began it has been unheard of that  
anyone opened the eyes of one who was born blind. 

요한복음  John 9:32 NKJV 



 
 

요한복음 10:1-42절  
JOHN 10:1-42 

 
Lesson 11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9장의 공부나 강의에서 어떤 면으로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In what way were your eyes opened through the lesson or lecture on John 9? 
 
 
 
 
2.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 이라 혹은  
애고 에미(헬라어)라는 말씀으로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십니다.  이 장의 선언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것으로 수전절 (하누카)에도 되풀이 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 
장을 읽고 당신의 마음에 닿는 구절을 기록 하십시오:          The words of Jesus in John 10 are 
amazing.  In this chapter Jesus predicates the revelation of His character with the great I AM or Ego 
Imai (Greek).  The declarations of this chapter are proclaimed at Jerusalem in the aftermath of the 
events of John 9 and then reiterated at the Feast of Dedication (Hanukkah).  Scan John 10 and record 
the phrase or verse that touches your heart: 

 
a. 요한복음John 10:1-10절 
 
 
b. 요한복음John 10:11-21절 
 
 
c. 요한복음John 10:22-30절 
 
 
d. 요한복음John 10:31-42절 

 
 
3. 이번 주 공부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공부와 관련되는 어떤 
염려도 당신의 기도에 포함하여 여기 쓰십시오.          To benefit the most from this week’s study, 
take time to pray.  Write your prayer here and include any concern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요한복음John 10:27 NKJV 
 

©2009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2 

제2일 : 요한복음10:1-1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0:1-10 
 
1. 요한복음10:1-1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양 우리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다음 
주제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Jesus uses the illustration of a sheepfold in John 
10:1-10 to describe His mission. Comment briefly on the following subjects:  

 
a. 양 우리the sheepfold 
 
b. 문지기the doorkeeper 
 
c. 문the door 
 
d. 도둑the thief 
 
e.    목자the shepherd 
 
f. 양the sheep 

 
2. 요한복음10:6절에 따르면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하여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10:7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John 10:6 states, they did not understand.  Jesus, therefore explains by giving a clear declaration 
concerning Himself.   What does He say in John 10:7?   

 
 

a. 7,9절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에 관하여 요한복음10:9절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What promise is given in John 10:9 concerning His declaration in verses 7,9? 

 
 

(1.) 이 약속들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합니까? 9a절 
What condition must be met to receive these promises?  verse 9a 

 
 

b. 출애굽기29:42절은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더해 줍니까?  
How does Exodus 29:42 add significance to Jesus’ declaration? 

 
  
선택:  1세기 중동지방의 양 우리를 연구하여 설명하십시오.  
Optional:  Research and describe the First Century Middle Eastern sheepfold.  
 
3. 요한복음10:8,10절에 따르면, 도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0:8,10 what is the objective of the thief? 
 
  

a. 그들은 어떻게 양우리에 들어갔습니까? 요한복음10:1절을 보십시오.  
How did they enter the sheepfold?  See John 10:1. 

 
 
b. 요한복음10:10절에서 묘사한 도적과 예수님과의 상반된 대조에 주목 하십시오. 당신이 관찰한 
바와 얻은 통찰력을 기록 하십시오.         Observe the sharp contrast between the thief and Jesus 
as described in John 10:10.  Record your observations and any insights you receive. 

   
 
4. 요한복음10:10b절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기록 하십시오.  
       Print the purpose of Jesus in John 10:10b.   
 

a. 예수님의 목적과 요한복음7:37-39절의 약속을 연결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e purpose of Jesus with the promise of John 7:37-39.  What do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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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묘사해 보십시오.  
Describe the abundant life that Jesus has given you. 

 
 
제3일 :요한복음10:11-21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0:11-21 
 
1.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의 생활과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 
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목자들이었고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10:1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The people of Israel were 
familiar with the life of a shepherd.  They were a common sight in Israel.  The patriarchs were 
shepherds and even King David had been a shepherd.  With this in mind record the great I AM 
from John 10:11.   

 
 
a. 이 목자는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How is this Shepherd portrayed? 
 
 
b. 이 목자는 무엇을 하십니까?  

What does this Shepherd do? 
 
 
2. 요한복음10:12,13절을 사용하여 삯군을 설명하십시오.  
       Use John 10:12,13 to describe a hireling. 
 
 

a. 삯군은 위험에 처했을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How does a hireling respond to danger? 

 
 
b. 이 삯군의 주된 염려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hireling’s main concern? 
 
 
3. 요한복음10:14,15절에서 이 목자의 돌보심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How is the care of the Shepherd proven in John 10:14,15? 
 
 

a. 시편23편과 이사야40:11절을 사용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설명해 보십시오.  
Use Psalm 23 and Isaiah 40:11 to convey our Good Shepherd’s care. 

 
 
 
4. 요한복음10:16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Comment on the promise of Jesus in John 10:16.  
 
 

a. 요한복음10:16-1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How will Jesus fulfill this promise according to John 10:16-18? 

 
 
5. 요한복음10:19-21절에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In John 10:19-21 how did the people respond to these amazing truths? 
 
 

a.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these amazing tr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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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요한복음10:22-3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0:22-30 
 
1.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다음 만남은 하누카 혹은 수전절 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주전168년 마카비 
일족에 의한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 국가는 오랫동안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강요했습니까? 요한복음10:24절        The next encounter of Jesus with the Jews 
took place during Hanukkah or the Feast of Dedication.  This feast commemorated the cleansing of 
the temple by the Maccabees in 168 B.C.  The Jewish nation had suffered great turmoil at the hands 
of corrupt leaders throughout the ages.  The Jews were looking for a deliverer.  With this in mind 
what did they demand to know about Jesus? John 10:24 

 
 

a. 요한복음10: 25a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How did Jesus respond in John 10:25a? 

 
 
선택 질문: 수전절 에 대하여 연구하여 짧게 설명하여 쓰십시오.  
Optional:   Research and write a short description of the Feast of Dedication.    
 
 
2. 요한복음10:25b절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 증거합니까?  
       In John 10:25b what bears witness to the person of Jesus? 
 
 

a. 마태복음11:5절과 이사야61:1절을 사용하여 이것을 몇 개 인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답해 보십시오.          Using Matthew 11:5 and Isaiah 61:1 cite a few of these works 
and how they bear witness of Jesus. 

 
 

 
3. 요한복음10:26절에 따르면 그들은 왜 믿을 수 없었습니까?  
       According to John 10:26 why could they not believe? 
 
 
4. 요한복음10:27절에서 예수님의 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Jesus’ sheep in John 10:27? 
 
 

a. 믿는 자들이 그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10:17절을 보십시오.  
How can believers know the voice of their Shepherd?  See Romans 10:17. 

 
 

5. 예수님의 양에 대하여 요한복음10:28,29절에서 찾은 약속들을 적으십시오.  
       Record the promises found in John 10:28,29 for Jesus’ sheep. 

 
 
 
a. 이 약속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ese promises? 
 
 

6. 요한복음10:30절에서 예수님의 심오한 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언을 쓰십시오.  
       Consider the profound declaration of Jesus in John 10:30.  Print that declaration here. 
 
 

a. 이것이 왜 그렇게 심오합니까?  Why is this so p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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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요한복음10:31-42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0:31-42 
 
1. 요한복음10:31절에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성난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In John 10:31 observe the Jews’ angry reaction to the claims of Jesus.   What did 
they do? 

 
 

a. 요한복음10:32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How did Jesus respond in John 10:32? 

 
 
b. 요한복음10:33절에 따르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According to John 10:33 why did they want to stone Him? 
 
 
c. 요한복음7:51절에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왜 그들이 잘못 되었습니까?  

 Using the Law, as stated by Nicodemus in John 7:51, why were they wrong?  
 
 
2. 요한복음10:34절에 예수님은 시편82:6절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을 
대표했던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35절에 있는 신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쓰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요한복음1: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In John 10:34 Jesus quotes Psalm 82:6, 
which was addressed to Israel’s judges who represented God as they judged the people.  The word 
gods in John 10:35 is used to describe these men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If the word of God 
coming to these men of the world could make them gods, how much more does Christ have the 
right to be called the Son of God according to John 1:1?  

 
 

a. 그들의 주고 받은 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10:39절을 보십시오.  
What was the outcome of their verbal exchange?   See John 10:39. 

 
 
b.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까? 요한복음8:20절을 보십시오.   

Why couldn’t they seize Him?  See John 8:20. 
 
 
3. 다음 절들을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on the following verses:  
 

a. John 10:37 - If I do not 
      요한복음 10:37절 - 만일 내가 ⋯ 행치 아니하거든 
 
 
b. John 10:38 - If I do 

             요한복음 10:38절 - 만일 내가 행하거든 
 
 

(1.) 그들은 왜 이유없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Why were His persecutors without excuse? 

 
 
 
4. 요한복음10:22-39절의 혼란스런 사건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으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40-42절에서 답하십시오.           After the disturbing events of John 10:22-39, where did Jesus go 
and what did He do?   Answer from John 10:40-42. 



 6 

a. 요한복음10:41,42절에 따르면 요단강 저편에서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What positive things occurred there beyond the Jordan according to John 10:41,42? 
 
 

(1.)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What conclusion did the people come to who followed Jesus? 

 
 

(2.)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What conclusion have you come to concerning Jesus? 

 
 
제6일 :요한복음10:1-42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0:1-42 
 
1. 이번 주 공부를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여 보십시오:  
       Keeping this week’s study in mind, write a comment about: 
 

a. 문The Door 
 
 

b. 목자The Shepherd 
 
 
c. 양The sheep 
 
 
d. 도적The thief 
 
 
e. 풍성한 삶Abundant life 
 
 
f. 삯군The hireling 
 
 
g. 예수님의 음성Jesus’ voice 
 
 
h. 유대인들The Jews 
 
 
 i. 아버지The Father 
 
 
 j.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2. 이 공부가 이번 주 당신에게 교훈을 준 특별한 면을 상기하여 보십시오.  
       Recall a specific way the study ministered to you this week.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that they may have it more abundantly. 
요한복음John 10:10b NKJV 



 
 

요한복음 11:1-57절  
JOHN 11:1-57 

 
Lesson 12 

제1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11장의 공부나 강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까?  
       How did the Lord speak to you through the study or lecture on John 10? 
 
 
 
 
 
2. 요한복음11장에는 전에 없는 가장 큰 사건들 중 하나가 베다니의 작은 촌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고 선포하신 후에, 무덤에서 생명 없는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목하시면서 이 놀라운 장을 읽으십시오. 다음 단락들을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In John 11 one of the greatest events of all time takes place in the humble village of 
Bethany.  There, Jesus, after declaring Himself to be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resurrects a lifeless 
body from the tomb. Read this astounding chapter noting the power and compassion of Jesus.  
Provide a brief comment for the section divisions below: 

 
a. verses 1-16절 
 
 
b. verses 17-27절 
 
 
c. verses 28-44절 
 
 
d. verses 45-57절 

 
 
3. 당신이 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한 경이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끝없는 위대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Capture the wonder of Jesus’ words and 
work as you pray and ask God to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His infinite greatness.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Jesus said to her, 
“Did I not say to you that if you would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요한복음  John 11:40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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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 11: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1:1-16 
 
1. 요한복음 11:1-3절에서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들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보낸 사람을 밝혀보십시오.  1-3절          In John 11:1-3 an urgent message 
from Jesus’ friends in Bethany arrives.  Describe the emergency and identify the ones who sent the 
message to Jesus.   verses 1-3 

 
 

a.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 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What reason does Jesus give in verse 4 for Lazarus’ sickness? 

 
 

(1.) 이 이유가 요한복음9:3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How does this reason relate to the words of Jesus in John 9:3? 

 
 

(2.)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시련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게 합니까?  
What perspective does this bring to your personal trials? 

 
 
b. 요한복음11:5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6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Keep John 11:5 in mind as you record Jesus’ action from verse 6.    
 
 

2.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11:7절).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1:8절에서 답하십시오.           After two more days, Jesus said 
to the disciples, “Let us go to Judea again” (John 11:7).  How did the disciples respond?   Answer from 
John 11:8. 

 
 
3. 요한복음11:9,1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안심시켰습니까?  
       How did Jesus ease their fears in John 11:9,10? 
 
 

a. 이 절들을 에베소서5:8절과 요한일서1:5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ese verses with Ephesians 5:8 and 1 John 1:5.  What do you see?   
 
 

4. 요한복음11: 11-1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간의 계속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제자들이 이를 어떻게 혼동하였는지를  주목하십시오.  
John 11:11-16 records the ensuing dialogue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Note what Jesus says 
about Lazarus and the disciples’ confusion according to: 
 
a. verse 11b절 
 
b. verses 12,13 절 
 
c. verse 14절 
 
d. verse 16절 

 
5. 요한복음11:4,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체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purpose of Jesus’ delay according to John 11:4,15? 
 
 

a.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데에는 어떤 신성한 목적들이 있습니까?  
What divine purposes does God have in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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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 요한복음 11:17-2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1:17-27 
 
1. 베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약 하루여정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도착 
했을때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11:17절          Bethany was approximately a day’s 
journey from the place where Jesus and the disciples were.  What news awaited them upon their 
arrival in Bethany?  John 11:17 

 
 

a.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까? 요한복음11:19절 
Who also had joined the women around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John 11:19 

 
 
2. 요한복음11:20-22절에서 마르다의 행동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the actions of Martha in John 11:20-22. 
 
 

a.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Where was Mary?  
 
 

b.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의 실망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Ponder the ensuing conversation between Martha and Jesus. What was Martha’s 
disappointment?   verse 21 

 
 

c. 마르다의 “그러나 이제라도⋯”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녀의 지속적인 믿음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가 
아직도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11:22절          Martha’s continuing faith is heard in 
her statement, “But even now….”  What does Martha still believe?   John 11:22 

 
 

(1.) 당신이 실망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당신을 지탱해 줍니까?  
When you are disappointed, how does your faith in Jesus sustain you? 

 
 

3.   요한복음11: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In John 11:23 what was the promise of Jesus to Martha? 
 
 

a. 마르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4절  
How did Martha interpret this promise?   verse 24 

 
 
4. 요한복음11:25,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알기를 원했던 더 큰 진리를 쓰십시오.  
       Write the greater reality Jesus wanted Martha to know from John 11:25,26. 
 
 

a.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르다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27절 
How does Martha respond to Jesus’ question, “Do you believe this?”   verse 27 

 
 

(1.) 예수님의 선언과 마르다의 대답에서 당신은 어떤 다른점을 보십니까?  
What difference do you see between Jesus’ declaration and Martha’s response? 

 
 
5.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더 큰 진리를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What greater reality does Jesus want you to know about Himself? 
 
 

a.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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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요한복음11:28-4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1:28-44 
 
1. 마르다는 이 일들을 말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11:28절 
       After Martha had said these things what did she do?   John 11:28 
 
 
2. 요한복음11:29-33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Mary’s actions from John 11:29-33. 
 
 
 

a.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공감하셨습니까? 요한복음11:33.35.38절 
How did Jesus empathize with their sorrow?  John 11:33,35,38 

  
  
 

(1.)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교훈을 줍니까? 히브리서4:15절을 보십시오.  
In what way does this minister to you?  See Hebrews 4:15.  
 

 
3.   요한복음11:34-44절에서 일어난 일을 간단히 쓰십시오.  
      Write a brief account of what transpired in John 11:34-44. 
 
 
 

a. 36,3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감정표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According to verses 36,37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crowd to Jesus’ empathy? 

 
 
 
b. 예수님의 기도의 심오한 의미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Note the significance of Jesus’ prayer.  How did He address God? 
 
 
 

(1.) 예수님은 기도에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진리를 선언하셨습니까? 41,42절 
What truths did Jesus declare in prayer about His relationship to God?   verses 41,42 

 
 
 

(2.) 예수님은 왜 기도 하셨습니까? 42b절     
Why did He pray out loud? verse 42b 

 
 
 

4. 요한복음11:40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까?  
       What promise did Jesus remind Martha of in John 11:40? 
 
 
 

a. 이 약속이 어떤 영광스러운 면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11:43,44절 
In what glorious way was this promise fulfilled?   John 11:43,44 

 
 
 
b. 당신은 예수님의 어떤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What promise of Jesus do you need to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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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요한복음11:45-57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1:45-57 
 
1. 다음의 요한복음11장 구절에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여러가지 반응을 밝혀보십시오:  
       Identify the various responses to Lazarus’ resurrection according to John 11: 
 

a. verse 45절 
 
 
b. verse 46절 

 
 
 
2. 요한복음11:47,48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In John 11:47,48 what was the fear of the religious leaders? 
 
 
 

a. 그들은  왜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위협을 느꼈습니까?  
Why were they so intimidated by Jesus?  

 
 
 
3. 대제사장 가야바의 결론을 기록 하십시오.  요한복음11:49,50절을 보십시오.  
       Record the conclusion of Caiaphas the high priest.  See John 11:49,50. 
  
 
 
 

a. 요한복음11:51,52절은 가야바의 결론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What understanding does John 11:51,52 give concerning Caiaphas’ conclusion? 

 
 
 

 
4.   종교 지도자들의 점점 심해지는 적개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11:54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Note the reaction of Jesus to the 
mounting hostility  of the religious leaders.  Where did He go and what did He do in John 11:54? 

 
 
 

5.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유월절 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다음의 절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용하십시오.       Every male in Israel was required to 
yearly attend the Passover in Jerusalem.  With this in mind cite the activities that took place: 

 
a. 요한복음John 11:55절 

 
 

b. 요한복음John 11:56절 
 
 

c. 요한복음John 11:57절 
 
 
 
6.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것이 유익하다,”(요한복음 11:50)라는 가야바의 예언적인 말을 기억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셔야 유익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Remembering 
the prophetic utterance of Caiaphas, “It is expedient that one should die for the people,” (John 11:50) 
explain why it was expedient that Jesus should di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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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요한복음11:1-57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1:1-57 
 
1. 요한복음11장에서 다음 주제들을 비교하시고 대조해 보십시오:  
       Compare and contrast the following subjects from John 11: 
 

a. 마리아/마르다 
      Mary | Martha 
 
 
 
b. 빛/어둠 
      Light | Darkness 
 
 
 
c. 죽음/생명 
       Death | Life 
 
 
 
d. 묶임/풀림 

             Bound | Loosed 
 
 
 
e. 예수님안에서 생명을 찾던 사람들/예수님의 생명을 찾던 자들 
      Those who sought life in Jesus | Those who sought Jesus’ life 
 
 
 
f. 예수님의 목적/종교 지도자들의 의도 
      The purpose of Jesus | The intentions of the religious leaders 
 
 
 

 
2.  요한복음11장에서 예수님은 믿다 라는 말을 여섯번 사용하셨습니다.  믿다 라는 말을 정의하시고 
당신이 공부한 것에 비추어 그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보십시오.  Jesus used the word believe(s) 
six times in John 11.  Define believe and explain its importance in regard to your study.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워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요한복음   John 11:25,26 NKJV 



 
 

요한복음12:1-50절  
JOHN 12:1-50 

Lesson 13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요한복음11장의 공부나 강의에서 당신은 영광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How were you awakened to the glories in John 11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2. 요한복음12장 일절은 죽었던 나사로⋯ 라는 놀라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변화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12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생애 사역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12장을 읽어보시고 다음 단락들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The first verse of John Chapter 12 contains the amazing phrase, Lazarus...who had 
been dead.  Such life-changing transformations were commonplace in the presence of Jesus.  John 12 
continues with the activity of Jesus during His final days of His earthly ministry.  Scan John 12 and 
write a short title for the following divisions: 

 
a. verses 1-11절 
 
b. verses 12-19절 
 
c. verses 20-36절 
 
d. verses 37-50절 

 
3. 잠시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12장의 진리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Take a moment to pray asking God to deeply root the truths of John 12 into 
your heart.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produces much grain. 
요한복음John 12:24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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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 12:1-11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2:1-11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12 :1-8절에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단히 묘사하십시오.          Six days before Passover Jesus dined at the 
house of Simon.  Briefly describe the events that transpired at Simon’s house in Bethany from John 
12:1-8. 

 
 

a. 마태복음 26:6-13절과 마가복음 14:3-9절을 요한복음12:1-8절과 비교하십시오. 이로부터 관찰하신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Compare John 12:1-8 with Matthew 26:6-13 and Mark 14:3-
9.  Note additional details you observe from these accounts. 

 
   
 

b. 마리아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 집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3절  
       How was the house affected by Mary’s worship?   verse 3 
 

 
(1.) 당신의 섬김이 어떻게 당신 주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How can your worship affect your environment? 
 
 

2. 누가복음10:38-42절, 요한복음11:28-33절, 그리고 요한복음12:1-7절을 사용하여 마리아에 대하여 짧게 
써 보십시오.     Write a short profile of Mary using Luke 10:38-42, John 11:28-33, and John 12:1-7. 

 
 
 

a. 마리아에 대하여 당신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mpresses you the most about Mary? 

 
 
3. 요한복음12:4-6절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왜 그랬습니까?  
       According to John 12:4-6, how did Judas Iscariot react and why?    
 
 

a. 마리아의 섬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7,8절   
How did Jesus respond to Mary’s worship?   verses 7,8 

 
 
 

(1.) 마리아의 섬김이 왜 시기적으로 중요합니까?   
What was crucial about Mary’s timing?  

 
 
4. 요한복음12:9-11절은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다음에 
관하여 선언한 것을 쓰십시오:        John 12:9-11 reveals the attitudes of others concerning Jesus and 
Lazarus.  Write what these verses declare about: 

 
a. 유대인들  the Jews 

 
b. 대 제사장들  the chief priests 
 
c. 마리아  Mary  
 

(1.) 당신은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본받으시렵니까?  
How can you replicate her dev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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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 요한복음12:12-19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2:12-19 
 
1. 요한복음12:12-14절을 사용하여 그 이튿날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십시오. 다음 구절들에서 
추가하여 답하십시오:  마태복음21:4-9절, 마가복음11:7-10절, 누가복음19:35-38절       

      Chronicle what happened the next day using John 12:12-14.  Supplement your answer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counts:  Matthew 21:4-9, Mark 11:7-10, Luke 19:35-38. 

 
 
 
 

a. 요한복음12:13b절에서 사람들의 찬양을 주목하십시오. 호산나 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시편118:25,26절에서 인용한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기록하십시오.  
Notice the praise of the people in John 12:13b.  Hosanna means save now.  This is a quote from the 
Messianic Psalm 118:25,26.  Print their praise.  

 
 
b. 요한복음12:15절은 어떻게 스가랴9:9절의 성취입니까?  

How is John 12:15 a fulfillment of Zechariah 9:9?   
 
 
2.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 날에 관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12:16절 

What did the disciples understand about this day after Jesus was glorified?   John 12:16 
 
 
3. 요한복음12:17-19절을 사용하여 그 날에 일어난 다양한 대화를 설명하십시오:  
       Using John 12:17-19 describe the various conversations that took place that day: 
 

a. 무리 가운데 
       among the people  
 
b. 바리새인들 가운데 
       among the Pharisees 
 
c.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What do you like to say about Jesus? 
 
 
제4일 :요한복음12:20-36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2:20-36 
 
1.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의 바램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12:20,21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was the desire of the Greeks who came up to worship at the feast?  Answer from John 12:20,21. 
 
 

a. 이것이 어떻게 요한복음12:19b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을 입증합니까?  
How does this verify the Jews’ fear in John 12:19b? 

 
 
2. 요한복음12:23-26절에서 다음의 주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설명하고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and explain Jesus’ response about the following subjects from John 12:23-26: 
 

a. 인자의 때 His hour - verse 23절 
 
b. 한 알의 밀 a grain of wheat - verse 24절 
 
c. 생명 life - verse 25절 
 
d. 예수님을 섬기는 자 His servants - verse 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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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12:27,28a절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분의 깊은 갈등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Sense the deep conflict from Jesus’ prayer in John 12:27,28a.  What is Jesus’ purpose? 

 
 

a.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12:28b절    
How did the Father respond?   John 12:28b 

 
 
b.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12:29절        

How did the people respond?   John 12:29  
 

 
4.   다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explanation Jesus gave concerning: 

 
a. 소리-요한복음12:30절 
       the Voice - John 12:30 
  
b. 심판-요한복음12:31절 
       judgment - John 12:31 
 
c.    그의 죽음-요한복음12:32,33절 
       His death - John 12:32,33 
 
 

5.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진술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혼동했습니까? 요한복음12:34절 
       What confusion did the people have about Jesus’ statements concerning His death?   John 12:34 
 
 

a. 요한복음12:35,36절에서 빛 에 대한 예수님의 권고를 주목하십시오. 빛 가운데 다니지 않을 때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Note Jesus’ exhortations about light from John 12:35,36a.  What is the 
danger of not walking in the light? 

 
 
 

(1.) 빛 가운데 다닐 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benefit of walking in the light?   

 
 
6. 요한복음12:36b절에 따르면 이 일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ccording to John 12:36b what happened after these things? 
 
 

a. 어떻게 예수님은 빛 가운데 다니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숨겼습니까?  
How is Jesus still hidden from those who refuse to walk in the light? 

 
 
 
제5일 : 요한복음12:37-5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2:37-50 
 
1. 요한복음12:37절에는 어떤 비극적인 보고가 들어있습니까?  
       What tragic report is given in John 12:37?   
 
 

a. 요한복음12:38절에 요한은 이사야서53:1절로부터 그들의 태도를 밝히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어떻게 이 예언의 성취입니까? In John 12:38 John identifies their attitude from Isaiah 53:1. How is 
their unbelief a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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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37절NIV)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39절NIV). 
요한복음12:39,40절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The Jews would not believe (verse 37 NIV) 
therefore they could not believe (verse 39 NIV).  What had happened according to John 12:39,40? 

 
 
 

(1.) 보지 못하는 눈과 완고한 마음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습니까?  
What tragedies result from blinded eyes and hardened hearts? 
 
 
 

2. 요한복음12:41절NIV,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 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에서 한 두가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John 12:41 NIV reads, Isaiah said this 
because he saw Jesus’ glory and spoke about Him. Use the following verses to record one or two details 
from Isaiah’s vision of the Lord’s glory and His death: 

 
a. 이사야Isaiah 6:1-3절 
 
 
b. 이사야Isaiah 53:1-10 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12:42,43절에서 많은 관원들 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났습니까?  
        Nevertheless what happened among many of the rulers in John 12:42,43?   
 
 

a.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무엇이 방해하였습니까?   
What kept them from confessing their belief in Jesus?    

 
 

(1.) 이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조차 어떻게 덫이 됩니까?  
How is this a trap even for believers today? 

 
 
4. 요한복음12:44-50절의 강력한 호소로 예수님의 공중사역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음에 관하여 무엇을 믿기를 바랬습니까?            Jesus’ public ministry closes with a powerful appeal 
in John 12:44-50.   What did Jesus desire them to believe about: 
 
a. 예수님과 아버지의 일치/관계 - 44,45절 
       His union/relationship with the Father - verses 44,45 
 
 
b. 빛 - 46절 
       light - verse 46 
 
 
c. 예수님의 말씀 - 47-49절 
       His words - verses 47-49 
 
 
d. 영생 - 50절 
       everlasting life - verse 50 
 
 
e.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What essentials does Jesus want you to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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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요한복음12:1-50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2:1-50 
 
1. 요한복음12장의 공부를 숙고하시고 다음에 대하여 논평하여 보십시오:  
       Reflect on your study of John 12 and write a comment about: 

 
a.   섬김 
     Worship 
 
 
b.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 
 
 
c. 헬라인들 
      The Greeks 
 
 
d. 한 알의 밀알 
      A grain of wheat 
 
 
e. 빛 
      Light 
 
 
f. 눈먼 자들과 완고한 마음 
      Blind eyes and hardened hearts 
 
 
f. 믿는 것 
      Believing 
 
 

2. 요한복음12장의 어떤 면이 이번 주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까?   
       What aspect of John 12 arrested your attention this week?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While you have the light, believe in the light, 
that you may become the sons of light. 

요한복음  John 12:36 NKJV 



 

 
요한복음  13:1-38절  

 JOHN 13:1-38 
 

Lesson 14 
제  1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12장에서 당신이 은혜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십시오.   
       Share a specific way you were enriched by John 12.   
 
 
 
2.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친밀한 대화로 시작되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중보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3:3절의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이 장들의 어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이 지식에 
바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위의 렌즈를 통해 요한복음 13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문단 구분을 사용하여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단어, 행동, 또는 구절을 적으십시오:   

       John 13 begins the last and most intimate discourse Jesus shares with His disciples, ending with His 
intercessory prayer in John 17.  John 13:3 sets the tone for these chapters when it states,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going to God. 
Every action and word of Jesus in these chapters is predicated on this knowledge.  Read John 
Chapter 13 through the lens of Jesus’ love and authority.  Then using the divisions below note the 
phrase, action or verse that arrests your attention: 

 
a. 요한복음  John 13:1-11절 
 
b. 요한복음  John 13:12-17절 
 
c. 요한복음  John 13:18-30절 
 
d. 요한복음 John 13:31-38절 
 

3. 성경의 이 부분에 시간을 쏟는 것은 거룩한 땅에 서는 것과 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 관한 기도를 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Spending time in this portion of scripture can 
be likened to standing on holy ground. In recognition of this, take a few moments to write a prayer 
concerning your study this week.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should depart from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a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요한복음  John 13:1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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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일 :  요한복음 13:1-11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3:1-11 
 
1. 요한복음 13:1-3 절은 곧 일어날 일에 관한 예수님의 예지와 그분의 인격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이 이 예지에 관하여 드러내 주는 것들을 적으십시오:          John 13:1-3 shows the foreknowledge 
of Jesus concerning what would soon transpire and the glory of His person.  What do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this foreknowledge: 

 

a. verse 1절 
 
b. verse 2절 
 
c. verse 3절 
 

2.    요한복음 13:4,5절을 사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묘사해 보십시오. 
       Thoughtfully consider John 13:4,5.   Describe what Jesus did.   

 
 
a. 동방 문화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노예가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 
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놀랐을까요?        In the Eastern culture foot washing was reserved for 
the lowliest slave.  Why would the disciples be shocked and astonished by Jesus’ act?   

 
 

(1.)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what Jesus did? 

 
 
 

3. 요한복음 13:6-10 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다가오셨을 때의 그의 반응을 묘사하고 
그들이 주고 받은 대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으십시오.  

      John 13:6-10 describes Peter’s reaction when Jesus approached to wash his feet, and relates the verbal 
exchange between them.   Provide a brief account of this from: 
 
a. verses 6-8절 
 
 

(1.) 베드로가 언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When would Peter understand this? 

 
(2.) 베드로의 거절에는 어떤 위험이 놓여 있습니까?  

What danger lay in Peter's refusal? 
 

(3.)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learn from Peter? 

 
 
b. verses 9,10 절 
 
 

(1.) 10a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3절을 보십시오.   
What point was Jesus making in verse 10a?  See John 15:3. 

 
 

4. 요한복음 13:1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6:64,70,71절을 보십시오.  
What did Jesus know according to John 13:11?  See also John 6:64,70,71.   
a. 명백하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롯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Apparently, Jesus w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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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as’ feet. Pause and think about this. How could this have been an opportunity for Judas 
Iscariot to repent?  

 
 
b. 예수님은 마태복음 5:44절에서 가르치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Jesus practiced what He taught in Matthew 5:44.  How does Jesus’ act 
minister to you?   

 
 
c. 당신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Before you can wash others’ feet what must happen to you?  See John 13:8.  

 
 
제  3일 : 요한복음 13:12-1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3:12-17 
 
1.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12b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After washing the disciples’ feet Jesus poses a question to them.  What did He ask 
them in verse 12b?  

 
 

a. 요한복음 13:14,15절에서 주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Answer His question from John 13:14,15. 

 
 

b.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13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did He say about Himself?  Answer from John 13:13. 

 
 

(1.) 다음 호칭의 의미 또는 중요성을 적어보십시오.  
Give the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e terms:  
(a.) 선생 (주인) Teacher (Master) 
 
(b.) 주  Lord 
 

2. 요한복음 13:14,15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 
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행하신 일을 합당화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 
해야 하겠습니까?         Now reread John 13:14,15.  Jesus qualifies what He had done by saying, If I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 .  How were the disciples to respond to this?  

 
 

3. 요한복음 13:16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eclaration of Jesus in John 13:16?    
 
 

a. 우리 삶에서 누가 으뜸이 되셔야 합니까?  Who is to have the preeminence in our lives? 
 
 

4. 요한복음 13:17 절에 따르면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3:17 what is the benefit for those who not only know but do these things? 
 
 

a. 야고보서 1:22절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danger of not being a doer of His Word according to James 1:22? 

b. 마태복음 7:24,25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무엇에 견주셨습니까?  
In Matthew 7:24,25 to what does Jesus liken those who do His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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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십시오.   
      Take a moment to suggest a few practical ways in which Jesus’ instruction and example can be 

followed. 
 
 

제  4일 : 요한복음 13:18-3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3:18-30 
 
1. 요한복음 13:18-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배반자에게로 주의를 전환시키십니다. 계속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은 요한복음  13:18a 절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까?          Jesus now shifts 
His attention to His betrayer in John 13:18-30. Before proceeding, how does He comfort the disciples 
in John 13:18a?   

 
a. 유다의 배반이 어떤 면에서 시편 41:9절의 성취입니까?   

In what way is Judas’ betrayal a fulfillment of Psalm 41:9? 
 
 
2. 요한복음 13:19 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를 배반할 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According to John 13:19 why did Jesus tell the disciples about His betrayer?   
 
 
3. 요한복음 13:20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혹은 확실하게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In John 13:20, once again, Jesus prefaced His 
statement with the words, Truly, truly or Most assuredly.   What did He want them to know: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 나를 영접하는 자는 
____________________. 
  
He who receives whomever I send receives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  

  
a. 이것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4.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21a절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what was Jesus’ reaction?   John 13:21a 
 
 

a. 주님은 어떤 동요케하는 선언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21b절    
What disturbing announcement did He make?  John 13:21b 

 
 
b. 요한복음 13:22 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Cite from John 13:22 the reaction of the disciples. 
 
 

5. 요한복음 13:23-26절에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 간의 대화를 묘사하십시오.   
       Describe the interaction between Peter, John and Jesus from John 13:23-26. 
 
 
 

a.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23절   
How did John, the author of this Gospel, depict himself?  verse 23 

 
 
b.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반자를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How did Jesus identify His betrayer?  verse 26 
6. 요한복음 13:26b-30절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what transpired in John 13:26b-30. 



 5 

 
 
a. 제자들은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How did the disciples interpret Judas’ actions?   
 
 

b. 요한복음 13:27-30절의 엄청난 무게를 재어 보십시오. 당신은 유다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위치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eigh the magnitude of John 13:27-30.  How do you suppose 
Judas got to this tragic place? 

 
 

선택질문: 마태복음 26:20-25; 마가복음 14:17-21; 누가복음 22:21,22절을 읽고 자세한 내용을 첨가하십시오. 
Optional:   Read Matthew 26:20-25; Mark 14:17-21; Luke 22:21,22.  Note additional details. 
  
 
7.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몰랐거나 또는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우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The other disciples did not know or 
suspect that Judas would betray Jesus.  What does this indicate about Jesus’ treatment of Judas?  

 
  

a.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시렵니까?   How can you replicate Jesus’ example? 
 
 
 
제  5일 : 요한복음 13:31-3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3:31-38 
 
1. 일단 유다가 나가자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31,32절에서 답하십시오.  Once Judas had gone out the scene was set.  What subject did Jesus then 
address?  Answer from John 13:31,32. 

 
 

a.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16절   
How would Jesus glorify the Father?  John 3:16 

 
 
2. 요한복음 13:33 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애롭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In John 13:33 note the tender way Jesus addressed the disciples.  What did He 
tell them?  

 
 
3. 곧 떠나실 것을 고려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34 
       In light of His soon departure, Jesus gave them a new commandment.  What was it?  John 13:34 
 
 

a.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을 통해 사랑의 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마가복음 
12:31a절에 있는 명령과 어떻게 다릅니까?          Think about the example of love through the 
phrase, as I have loved you.  How is this commandment different than the commandment cited in 
Mark 12:31a?  

 
 

b. 요한복음 13:35 절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 수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According to John 13:35 how will others know (recognize) Jesus’ disciples?   

 
 

(1.) 왜 사랑 이 진정한 제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질입니까?   
Why is love the defining quality of a true dis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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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자질을 고린도전서 13:1-3 절과 갈라디아서 5:22절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 
니까?       Link this quality with I Corinthians 13:1-3 and Galatians 5:22.  What do you see? 

 
 

4. 요한복음 13:36절에 베드로는 새 계명 에 반응하는 대신 요한복음 13:33절의 예수님의 이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요한복음 13:36절에서 기록하십시오. 

      Notice that instead of responding to the new commandment in John 13:36, Peter responds to Jesus’ 
previous statement from John 13:33. Record the dialogue between Peter and Jesus from John 13:36.  

 
 
a.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37절   

What did Peter mistakenly believe about himself?  John 13:37 
 

 
(1.) 베드로의 약속이 그에 대하여 당신에게 제시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Peter’s promise suggest to you about him?   
 
 

5.  요한복음 13:38절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왜 그것이 베드로에게 미래의 실패에 대해 경고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입니까? 누가복음 22:31,32절도 참조하십시오.  Note Jesus’ grace in John 
13:38.  Why was it gracious of Jesus to warn Peter about his future failure?  See also Luke 22:31,32. 

 
 
a.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까? 요한일서 1:9절   
       How is Jesus gracious with us when we fail?   I John 1:9 

 
 
제  6일 : 요한복음 13:1-38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3:1-38 
 
1. 이번 주 공부한 요한복음 13장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논평을 써 보십시오.   
       In response to this week’s study of John 13 write a comment about the: 
 

a. 예수님의 미리 아심Foreknowledge of Jesus 
 
b. 예수님의 본Example of Jesus 
 
c. 예수님의 가르침Instruction of Jesus 
 
d. 예수님을  배반Betrayal of Jesus  
 
e. 예수님의  영광Glorification of Jesus 
 
f. 예수님의 새 계명New commandment of Jesus 
 

2. 요한복음 13장에서 당신은 무엇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습니까?   
       What inspired you the most in John 13?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요한복음  John 13:34,35 NKJV 



 
 

요한복음14:1-31절  
JOHN 14:1-31 

 
Lesson 15 

제1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13장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어떻게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How were you inspired by John 13? 
 
 
 
 
 
2. 곧 제자들에게 근심스러운 사건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때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요한복음14장을 읽으시고 다음의 구절들로 부터 
당신에게 특별하게 교훈을 주는 약속들을 선택하십시오:          Soon troubling events will descend 
upon the disciples.  Jesus, knowing that His hour is fast approaching when He will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seeks to prepare His disciples.  Read John 14 and from the following passages choose 
promises that especially minister to you: 

 
a. 요한복음John 14:1-6절 
 
 
b. 요한복음John 14:7-14절 
 
 
c. 요한복음John 14:15-24절 
 
 
d. 요한복음John 14:25-31절 
 

 
 
3. 아래 구절의 예수님의 약속을 숙고하시고 그분의 소중한 약속들을 받도록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준비 
시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Consider the promise of Jesus below and then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prepare your heart to receive His precious promises.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이라. 

An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요한복음John 14:13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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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14: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4:1-6 
 
1.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괴로운 시련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1a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Jesus seeks to prepare His disciples for the troubling 
ordeal that will soon transpire.  Print His words of comfort from John 14:1a.   

   
a. 어떻게 요한복음14:1b절이 고난의 때를 위한 치료법입니까?   

How is John 14:1b a remedy for troubling times? 

 
b. 시편46:1절에서 고난의 때를 위한 어떤 겪려가 있습니까?  

What encouragement is found in Psalm 46:1 for troubling times?  

 
2. 요한복음14:2절에 따르면 아버지 집 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According to John 14:2 what can be found in the Father’s house? 

 
a.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선언이 우리의 천국의 집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더해줍니 
까?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How is this declaration a further assurance of our 
heavenly home? 

 
3. 당신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요한복음14:3절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쓰십시오.  
       Using your own words, write the glorious promise of Jesus from John 14:3. 
 
 

a. 고린도전서15:51-54절과 데살로니가전서4:13-18절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 
는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뒷받침해 줍니까?        How do the verses in I Corinthians 15:51-54 and 
I Thessalonians 4:13-18 support Jesus’ promise,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b. 당신을 위해 천국에 예비된 처소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당신은 어떤 면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In what way are you comforted by the promise of a place prepared for you in heaven?    

 
4.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에 대해 도마는 질문했습니까? 요한복음14:4,5절 
       What statement of Jesus did Thomas question?   John 14:4,5 

 
a. 요한복음14:6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How did Jesus clarify His statement in John 14:6? 

 
b. 다음의 각각 말씀이 당신에게 뜻하는 바를 나누십시오:  

Share what each of the following mean to you: 
 

(1.) 예수님은 길Jesus is the Way 
 
(2.) 예수님은 진리Jesus is the Truth 
 
(3.) 예수님은 생명Jesus is the Life 
 

c.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왜 사람들 
을 화나게 합니까?       Jesus sai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Why does this truth 
upset people?  

 
5.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마음의 근심 을 치유합니까? 
        Today, how is believing in Jesus a cure for a troubled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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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요한복음14:7-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4:7-14 
 
1. 요한복음14:7-1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추가로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14:7절을 히브리서 

1:3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In John 14:7-14 Jesus makes a further claim to deity.  
Link John 14:7 with Hebrews 1:3.  What do you see? 

 
 
2. 요한복음14:8절에서 빌립의 요청을 기록하십시오.  
       Print Philip’s request from John 14:8. 
 

a. 빌립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9,10a절 
을 사용하여 이 세가지 질문을 밝히고 쓰십시오.       In response to Philip’s request, Jesus asks him 
three questions.  Identify and write these three questions using John 14:9,10a. 

  
 

b. 요한복음14:9-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다음에 대한 확증 
을 논평하여 보십시오:       Jesus verifies His oneness with the Father in John 14:9-11.  Comment on 
the following verifications:  

 

(1.) 주님의 인성His Person – verse 9절 
 

(2.) 주님의 말씀His Word – verse 10절 
 

(3.) 주님의 일His works – verse 11절 
 

c. 이 확증들에 반응하여 예수님은 빌립이 무엇을 하도록 재촉하셨습니까? 요한복음14:11a  
In response to these verifications what does Jesus urge Philip to do?   John 14:11a 

 
3. 요한복음14:12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을 쓰십시오. 
       Write the remarkable promise of Jesus from John 14:12? 
 
 

a. 이 약속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ndition of this promise? 

 
 

선택질문: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들 이란 일의 중대함이 아니라 많음을 말씀하신 것 
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더 큰 일들에 대해 신약에서 예를 인용하여 보십시오.  

Optional:  Bible scholars agree that the greater works Jesus spoke of refers to the multitude not the     
magnitude of works.  Cite an example from the New Testament of these greater works.  

 
 
4. 잠시 요한복음14:13,14절을 숙고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John 14:13,14.   What does it mean to ask in Jesus’ name? 
 
 a. 무엇이 당신이 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What might keep you from asking?  

 
b. 요한복음14:13b절에 따르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4:13b what is the purpose of prayer?  

 
c. 이 약속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줍니까?   

How are you inspired by these promises? 
 
d.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간단한 찬양 보고를 하십시오.  

Give a brief praise report of a recent answered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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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한 염려나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십시오. 요한복음14:14절의 약속에 대 
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Complete today’s lesson by taking this opportunity 
to pray about a specific concern, problem or issue.   Remember to thank Him for the promise of John 
14:14.  

 
 
제4일 :  요한복음14:15-2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4:15-24 
 
1. 요한복음14:15-17절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성령의 일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밝히 
시기 전에 요한복음14: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셨습니까?  

       In John 14:15-17 Jesus illuminated the glorious work of the Holy Spirit.  However, before proceeding, 
what proof of love did Jesus require in John 14:15? 

 
a. 이 요구를 사도행전5:32b절의 베드로의 진술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requirement with Peter’s statement in Acts 5:32b.  What do you see? 

 
2. 요한복음14:16,17절에서 성령의 속성들을 열거하여 보십시오.  
       List the attributes of the Holy Spirit from John 14:16,17.   
 
 

a. 보혜사는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중보자, 그리고 조력자 등 많은 다른 
영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Helper (NKJV) is the word parakletos in Greek and can be translated into many 
different English words: Comforter, Advocate, Counselor, Intercessor and Strengthener.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the Holy Spirit’s ministry in the life of a believer? 

 
b. 성령의 어떤 속성이 당신의 주의를 특별히 사로잡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Which attribute of the Holy Spirit particularly grasps your attention?  Why? 

 
3. 제자들은 예수님과 곧 헤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14:18-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The disciples would soon be separated from Jesus.  What comforting 
promises did Jesus give them in John 14:18-20? 

 
 

a. 예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너희도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대조하십시오. 
Contrast the I of Jesus with the you to His disciples. 

 

 

4. 요한복음14:21절에서 예수님은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재 강조하십니다. 이 절에서 순종에 대하여 예수 
께서 주신 추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In John 14:21 Jesus re-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bedience.  What further promise did He give for obedience in this verse?  

    
a. 순종이 왜 믿는 자에게 필수적입니까?  
       Why is obedience essential for a believer? 

 
5. 요한복음14:22절에서 유다(가룟이 아닌)의 질문을 쓰십시오.  
        From John 14:22 write the question of Judas (not Iscariot).  
  

a. 요한복음14:23절과 에베소서3:17절을 사용하여 유다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Answer Judas’ question using John 14:23 and Ephesians 3:17. 

 
b.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How does Jesus manifest Himself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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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한복음14:24절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보십시오. 
       Identify those who do not truly love Jesus from John 14:24. 
 

a. 당신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어떤 특별한 면으로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are you inspired to obey Jesus? 

 
 
제5일 :요한복음14:25-3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4:25-31 
 
1.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14:25절 
       When did Jesus speak these words to His disciples?  John 14:25 
 

a. 누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칠것입니까? 요한복음14:26절 
Who would continue to teach the disciples?  John 14:26   

 
(1.)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How is He described here? 

 
(2.)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How would He teach the disciples? 

 
(3.) 성령의 역사가 왜 믿는자에게 필수적입니까?  

Why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essential to the believer? 
 

2. 요한복음14:2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남기겠다고 하셨습니까? 
       According to John 14:27 what gift would Jesus leave with His disciples? 
  

a. 이 선물은 무엇이 독특합니까?  What is unique about this gift? 
 

b. 당신은 이 선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describe this gift? 
 

c. 요한복음14:27c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What directive does Jesus give the disciples in John 14:27c?  

 
 

(1.) 어떻게 주님의 신령한 선물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까?  
How would His divine gift enable the disciples to obey His directive? 

 
(2.) 어떻게 이 선물이 당신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할 것입니까?  

How will this gift enable you to obey His directive? 

 
3. 요한복음14:28a절을 사용하여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Use John 14:28a to record what the disciples heard Jesus say. 

 
a. 제자들은 이 진술에 왜 기뻐해야 했을까요?  

Why should they have rejoiced at this statement? 
 
 

b.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29절 
What was Jesus’ intention in saying these things?  John 14:29 

 
 

(1.)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더욱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How would this further thei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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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복음12:3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 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14:30절에서도 이 세상 의 
임금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Earlier in John 12:31, Jesus mentioned the ruler of this world.  He mentioned him 
again here in John 14:30.  What did Jesus say about Himself in regard to the ruler of this world? 

 
a. 이것이 예수님의 순수함과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합니까?  

How is this a testimony of Jesus’ purity and power? 
 
5. 요한복음14:31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What is Jesus’ motivation for obeying the Father in John 14:31? 
 

a.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까?   
How is our obedience to God a witness to the world? 

 
 
제  6 일 : 요한 복음 14:1-31절 복습 
SIXTH DAY:  Review John 14:1-31 
 
1. 다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들을 간단히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briefly on Jesus’ promises concerning: 
 

a. 우리의 마음  Our hearts 
 
b. 우리의 미래  Our future 

 
c. 우리의 영원한 집Our eternal home                   

 
d. 예수님의 아버지His Father                 
 
e. 예수님의 이름His Name 

 
f. 우리 보혜사Our Helper      

 
g. 예수님의 평안His peace   
 
  

 2. 요한복음14:6절에 비추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In light of John 14:6, how can we be certain of the promises Jesus offers?  
 
 
 
3. 요한복음14장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당신의 마음의 근심 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John 14 soothed your troubled heart?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요한복음  John 14:27 NKJV   



 
 

요한복음15:1-27절  
JOHN 15:1-27 

 
Lesson 16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14장의 공부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How did the Lord minister to your heart from John 14?  
 
 
 
 
2. 요한복음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예수님 
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그 운명적인 밤에 겟세마네로 걸어가시면서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절들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의 단락들에서 예수님을 따르 
는데 필수적인 원칙(들)을 선택하십시오:                Jesus continued His final discourse to His disciples 
in John 15.  Some Bible scholars believe He spoke these words as they walked to Gethsemane that 
fateful night.  Contained within these verses are essentials for following Jesus.  Choose a principle(s) 
from the divisions below that are essential for following Jesus: 

 
a. 요한복음15:1-8절 
       John 15:1-8 
 
b. 요한복음15:9-11절 
       John 15:9-11 
 
c. 요한복음15:12-17절 
       John 15:12-17 
 
d. 요한복음15:18-27절 
       John 15:18-27 

 
  

3.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약속을 아는 것이 당신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Knowing the promise of abiding in Jesus, begin this week’s lesson 
with prayer, asking God to work this dynamic into your lif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요한복음John 15:7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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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15:1-8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5:1-8 
 
1. 요한복음15: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원칙을 이해시키기 위해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 
하셨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요 그의 아버지는 농부 라고 밝히셨습니다. 1-6절을 
사용하여 다음에 대하여 논평하여 보십시오:      In John 15:1-8 Jesus used the imagery of a vineyard to 
communicate an essential principle to His disciples.  Immediately He identified Himself as the true 
Vine and His Father as the Vinedresser. Use verses 1-6 to comment on the following: 

 

a. 참 포도나무  the true Vine 
 
b. 농부  the Vinedresser 
 
c. 가지들  the branches 

 
2. 가지치기는 가지들과 나뭇잎들과 열매까지도 잘라내어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입니다. 요한복음15:2,3절의 이 원칙을 당신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가지 
들을 어떻게 잘라내셨습니까?             Pruning is the removing of branches, leaves and even fruit to 
enable the vine to bear more fruit.  Relate this principle in John 15:2,3 to your personal experience.  
How has the Lord pruned you? 

 
 

a. 제자들은 어떻게 깨끗이 되었습니까? 3절   How had the disciples been cleansed?   verse 3  
 
 

(1.) 시편119:9절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묘사하십시오.  Use Psalm 119:9 to describe this process. 
 

 
3. 요한복음15:4절에 소개된 열매 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을 기록하십시오: 내안에                         .  
       Print the essential principle presented in John 15:4 for bearing fruit:  A __ __ __ __ in Me. 
 

a. 이 원칙을 정의하여 보십시오.   Define this principle. 
 
 

b. 요한복음15:4-8절을 사용하여, 이 원칙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하십시오.   
Using John 15:4-8, explain why this principle is essential. 

 
 
 
4. 요한복음15:5c절의 선언을 큰 글씨로 완성하십시오.“나를 떠나서는 너희가________ 할 수 없음이라” 
       In all caps finish the declaration of John 15:5c:  “Without Me you can do __ __ __ __ __ __ __!” 

 
a. 당신의 삶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In what specific areas of your life do you need this reminder? 
 
 
b. 빌립보서4:13절에서 당신은 어떤 격려를 받으십니까?  

What encouragement do you receive from Philippians 4:13? 
 
 

5. 요한복음15:6절에 따르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숙고하고 기록하십시오. 
      Consider and record what happens to branches that do not bear fruit according to John 15:6. 
 
 

a. 마태복음5:13절의 맛을 잃은 소금과 열매 없는 가지들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Compare fruitless branches with the flavorless salt of Matthew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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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한복음15:7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Observe the glorious promise of John 15:7 by writing this verse in your own words. 
 
 

a. 이 약속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ndition of this promise? 
 
 

b. 이 거함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에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abiding affect our desires? 

 
 
7. 열매 맺는 정도를 숙고하여 보십시오: 요한복음15:2a절의 열매, 2b절의 많은 열매, 5절의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를 맺는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15:8절에서 답하십시오.   

      Consider these degrees of fruit bearing:  John 15:2a fruit, verse 2b more fruit, and verse 5 much fruit.  
What happens as a result of bearing much fruit?  Answer from John 15:8. 

 
 

a.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Who is glorified? 
 

b. 예수님 안에 거하 도록 당신은 어떤 실제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까?  
What practical steps can you take to abide in Jesus? 

 
 
 

제3일 :요한복음15:9-11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5:9-11 
 
1. 요한복음15:9-11절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과 기쁨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의 정도를 생각 
해보면 무엇이 그렇게 엄청납니까?  요한복음15:9a절          In John 15:9-11 Jesus links love, obedience 
and joy.  What is so incredible about the degree of Jesus’ love?   John 15:9a 

 
 

a. 9b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Write the directive of Jesus given in verse 9b in your own words. 

 
 

(1.) 이 명령과 유다서 21절을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directive with Jude 21.  What do you see? 

 
 

2. 요한복음15:10a절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According to John 15:10a how can believers abide in His love? 
 
 

a. 누가 우리의 최고의 본입니까? 요한복음15:10b절과 요한복음8:29절을 연결하여 답을 얻으십시오. 
 Who is our supreme example?  Link John 15:10b with John 8:29 for your answer. 

 
 
b. 요한복음15:9절의 진리가 어떻게 당신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 도록 동기를 줍니까?   

How does the truth of John 15:9 motivate you to abide in His love? 
 
 
3. 예수님께서 왜 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15:11절   
       Why did Jesus speak these things?  John 15:11    
 
 

a. 예수님의 기쁨 을 묘사하십시오.   Describe His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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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성한 기쁨 에 관하여 다음 절들이 알려주는 것을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오:   
Briefly share what the following verses say about divine joy: 
 
(1.) 느헤미야Nehemiah 8:10c절 

 
(2.) 시편Psalm 16:11절 
 
(3.) 시편Psalm 43:4절 

 
(4.) 예례미야Jeremiah 15:16절 
 
(5.) 스바냐Zephaniah 3:17절 

 
4. 요한복음15:9-11절에 대한 반응으로 거함과 순종과 기쁨사이의 관계를 논평하여 보십시오.  
       In response to John 15:9-11 comment on the correlation between abiding, obedience and joy.   
 
 
 

a.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까?   
How will you abide in Jesus’ love? 

 
 
제4일 : 요한복음15:12-1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5:12-17 
 
1.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13:34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요한복음15:12절과 15:17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 명령을 기록하십시오.            Here in John 15:12 and in John 15:17, Jesus repeated the 
command He gave His disciples in John 13:34.  Record that command here. 

 

 
a.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Jesus emphasized this command?  
 
 

b.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What can hinder us from loving one another as He loves us? 

 
 
c. 에베소서 4:31,32절의 실제적인 교훈들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How are the practical instructions in Ephesians 4:31,32  a help in obeying this command? 
 
 

2. 요한복음15:13절에 따르면 사랑의 가장 큰 확증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5:13 what is the greatest demonstration of love?    
 
 

a.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5:8절을 보십시오.   
How did Jesus demonstrate this great love?  See also Romans 5:8. 

 
 

3. 요한복음15:13-15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헬라어는 필로스 
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 또는 동료 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의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 가 
됩니까?       The Greek word used in John 15:13-15 to denote the relationship Jesus desires with His 
disciples is philos.  This word can also be translated companion or associate.  What qualifies someone to 
be Jesus’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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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친구 라고 부르셨습니까?  Why did Jesus call the disciples friends? 
 
 

(1.) 이 관계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와 어떻게 다릅니까?  
How was this relationship different than a servant with his master? 

 
 
b. 예수님이 당신을 친구 로 부르기 원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that Jesus desires to call you friend?  
 
 

4. 요한복음15:16절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생각하여 보시고 다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쓰십시오:  
Ponder Jesus’ powerful declarations in John 15:16, then write your response to: 

  
a.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b.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and appointed you that you should go and bear fruit 
 
 
c.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d.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give you 

 

 
5. 요한복음15:16절에서 택함 받은 것의 유익을 열거하여 보십시오.   
       List the benefits of being chosen from John 15:16. 
 
 

a. 요한복음15:16절과 베드로전서2:9절을 연결하여 보십시오. 당신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Link John 15:16 with 1 Peter 2:9.  You have been chosen!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제5일 : 요한복음15:18-27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5:18-27 
 
1.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직면하게 될 적개심을 아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8-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8절에서 예수님 
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Jesus, knowing the hostility the disciples would soon face, 
sought to prepare them. In John 15:18-27 He warned the disciples about opposition.  What did Jesus 
say to them in John 15:18? 

 
 

a. 요한복음15:19절에서는 그들이 당면할 반대에 대해 어떤 보다 깊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까? 
What further reason is given for opposition in John 15:19?   

 
 

(1.)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일서 2:15-17절을 요약하여 설명하십시오.  
Summarize 1 John 2:15-17 to explain what it means to be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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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까?  
In what way are believers not of the world? 
 
 

(3.)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본받는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12:1,2절을 보십시오.  
How can believers avoid the temptation to conform to the world?  See Romans 12:1,2. 

 
 
 

2. 요한복음15:20절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두가지 다른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5:20 what are the two different responses the disciples could expect from the 

world? 
 
 
 

a. 왜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할 것입니까? 요한복음15:21절    
Why will they do all these things to you?   John 15:21 
 
 
(1.) 그 반대가 주님의 이름을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강하게 해 줍니까?    

How are you strengthened by knowing opposition is for His name’s sake? 
 
 

(2.) 다음 구절에 따르면 저희들은 왜 핑계 할 수 없습니까?  
Why are they without excuse according to: 

 

(a.) 요한복음John 15:22절 
 
 

(b.) 요한복음John 15:24절 
 
 

3.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요한 
복음15:23,24절을 보십시오.   Many people try to claim a love for God while rejecting Jesus.  Why is 
this not possible?  See John 15:23,24.   
 
 
 
a. 요한복음15:25절에서 예수님은 시편69: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이 
예언의 성취입니까?           In John 15:25 Jesus quoted Psalm 69:4.  How is opposition against Jesus 
a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4. 요한복음15:26,27절에 따르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John 15:26,27  what is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도록 해 주었을까요? 마가 
복음13:11절과 사도행전1:8절을 보십시오.         How woul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enable the 
disciples to be witnesses even through opposition?  See also Mark 13:11 and Acts 1:8.  

 
 
 
b. 성령님이 어떻게 당신이 증거하는 것을 도우십니까?   

How does the Holy Spirit help you to be 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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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요한복음15:1-27절을 복습 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5:1-27 
 
1. 요한복음15:1-27절의 공부에 비추어 다음에 관하여 논평하여 보십시오:  
       In light of your study of John 15:1-27 write a comment about: 
 

a. 포도나무 The Vine 

 

b. 농부 The Vinedresser 

 

c. 가지들 The branches 

 

d. 거함 Abiding 

 

e. 열매 Fruit  

 

f. 사랑 Love  

 

g. 기쁨 Joy 

 

h. 친구들/종들 Friends/Servants 

 

i. 택함 Chosen 

 

j. 세상 The world 

 

k. 성령 The Holy Spirit 

 

 
2. 요한복음15장에서 어떤 원칙이나 약속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을 주었습니까?  
       What principle or promise in John 15 ministered to you the most?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요한복음John 15:11 NKJV 



 
 

요한복음  16:1-33절  
JOHN 16:1-33 

 
Lesson 17 

 
제  1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 15장의 공부를 통해 어떻게 거하도록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How have you been inspired to abide through your study of John 15? 
 
 
 
 
2. 제자들 앞에 시련의 때가 닥쳐왔습니다. 예수께서 심한 폭력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지상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과, 권면과, 
모욕과, 자부심과, 순교가 그들의 장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전체를 살펴보고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구절, 약속 또는 경고를 기록하십시오.             Trying times were ahead for 
the disciples.  Jesus would be violently taken from them.  After His resurrection the disciples would 
receive a great commission. Their future would include tribulation, exaltation, humiliation, elation, 
and even martyrdom.  In John 16 Jesus spoke openly to the disciples to prepare them so that they 
should not be made to stumble.  Scan John 16 and record a phrase, promise, or warning that arrests 
your attention: 

 
a. 요한복음 16:1-7절 
        John 16:1-7 
 
b. 요한복음 16:8-15절 
        John 16:8-15 
 
c. 요한복음 16:16-24절 
        John 16:16-24 
 
d. 요한복음 16:25-33절 
        John 16:25-33 

 
3. 아래의 성경 말씀을 촉매로 사용하여 이번 주 당신의 공부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여기에 
적으십시오.   Use the scripture below as a catalyst to pray for your study this week.  Write your 
prayer here.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Until now you have asked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요한복음  John 16:24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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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 16:1-7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6:1-7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곧 당면하게 될 적대감을 아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 이라는 구절은 요한복음 16:1-6절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1절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향한 돌보심을 나타내셨습니까?  Jesus, knowing the adversity the 
disciples would soon face, continued to give them crucial instruction. The phrase these things is 
repeated several times in John 16:1-6.  How did Jesus reveal His care for the disciples in John 16:1? 

 
 
 

a.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1b절)라는 말은 화내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경고가 그들의 보호가 되었을까요?  Jesus wanted to safeguard His followers’ relationship with 
Himself. The phrase not be made to stumble (verse 1b) has also been translated not be offended, not 
go astray, not abandon your faith.  Why would this warning have been a safeguard for them? 

 
 
 
b. 당신이 특별히 힘든 시련이나 적대감을 겪을 때 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나열해 보십시오.   
       List safeguards you can take especially during heavy trials or adversity.   
 

 
2. 요한복음 16:2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핍박을 예언하셨습니까?   
       What persecution did Jesus foretell in John 16:2? 
 
 

a. 요한복음 16:2b,3a 절에 따르면 왜 제자들은 이러한 처우를 받게 됩니까?   
According to John 16:2b,3a why would the disciples be treated this way?   

 
 
b. 요한복음 16:4절에 따르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Why did Jesus say these things in John 16:4? 
 
 

(1.) 이 경고가 어떻게 훗날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위로로 작용하게 될까요?   
How would this warning serve as a future comfort to them during adversity? 

 
 
3.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6:5절    Where was Jesus going?  John 16:5 
 
 

a. 제자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6:6절   
How did the disciples react to this news?  John 16:6 

   
 
4. 요한복음 16:7 절에 어떤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In John 16:7 what promise of comfort is given?  
 
 

a. 예수님께서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그 다음에 
하신 놀라운 말씀을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Jesus said,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Think 
about the amazing proclamation from verse 7 that followed this statement by printing it here:  

 

내가 떠나가는 것이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It is to  _______  ___________________  that I go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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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한복음 16:7b 절과 요한복음 14:16,17,26절 및 요한복음 15:26절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Using John 16:7b and 
what you have learned about the Holy Spirit in John 14:16,17,26 and John 15:26, explain how it 
was to their advantage for Jesus to go away. 

 
 
b.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뜻하는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what the title Helper, Comforter or Counselor means to you.   
 
 
5.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가시는 곳과 그가 성취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반대에 부딪혔을 경우를 예비해줄까요?   

       The disciples were focusing on Jesus’ departure and in so doing sorrow filled their heart.  Jesus 
wanted the disciples to focus on where He was going, and the work He would accomplish.  How 
does a divine focus prepare us for adversity? 

 
 
제3일 : 요한복음 16:8-1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6:8-15 
 
1.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8-15 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밝혀보십시오.       Jesus promised to 
send the Holy Spirit.  In John 16:8-15 Jesus described the work and ministry of the Spirit.   Identify 
the Holy Spirit’s work in the world from verse 8.   

 
 

a. 아래에 책망의 3가지 영역에 대하여 기록하십시오.    
Note the three areas of conviction below and comment: 

 

(1.) 죄  sin - verse 9절 
 
(2.) 의  righteousness - verse 10절 
 
(2.) 심판  judgment - verse 11절 

 
b.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세상이  받을 책망을 묘사해 보십시오.   

Describe the conviction the world is under becaus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1.)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encourage you in sharing your faith with others? 

 
 
2.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 
복음 16: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efore talking to the disciples about the Holy Spirit’s 
ministry in their lives, what did Jesus say to them in John 16:12? 

 
 

a.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He said this? 
 
 
3. 요한복음 16:13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읽으십시오. 당신이 관찰하신 것을 적으십시오.   
        Read abou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from John 16:13.  Record your observations. 

 
 
a. 이 진리가 어떻게 당신을 격려합니까?  How do these truths encourag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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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복음 16:14a 절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는 분은 누구입니까?  
        According to John 16:14a Who will the Holy Spirit glorify? 
 
 

a. 어떻게 당신은 이 지식을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use this knowledge to discern the true work of the Spirit? 

 
 
5. 요한복음 16:14b,15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추가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else is revealed ab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from John 16:14b,15? 
 
 

a. 요한복음 16:15a 절에서 예수님께 속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From John 16:15a record what belongs to Jesus. 

   
 
b.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당신이 기도 가운데 얻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can you expect to receive in prayer becaus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6. 성령님의 이 중요한 사역이 당신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오늘의 공부를 끝내십시오.  
        End today’s lesson by asking for this vital work of the Holy Spirit to be realized in your life. 
  
 
 
제  4일 : 요한복음 16:16-2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6:16-24 
 
1. 요한복음 16:16-18 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임박한, 그러나 잠시 떠나가시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을 돌리 
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In John 16:16-18 Jesus directed 
the disciples’ attention to His imminent, yet brief departure.  What did Jesus specifically say in 
verse 16? 

 
 

a. 요한복음 16:17,18 절을 사용하여 그들의 반응을 묘사해 보십시오.   
Use John 16:17,18 to describe their response. 

 
 
b. 요한복음 16: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What did Jesus know according to John 16:19? 
 

  
c. 요한복음 16:20절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대조해 보십시오.   

Contrast the different reactions to Jesus’ departure from John 16:20. 
 
 
2.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제자들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21절       What illustration did Jesus use to denote the disciples’ emotions regarding 
what would soon transpire?  John 16:21 

 
a. 이 비유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illustration minister to you? 
 
c. 제자들은 언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22    

When would the disciples have joy?  John 16:22 

 
(1.) 이 기쁨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unique about this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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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1:8절에서 이 기쁨을 묘사해 보십시오.   Describe this joy from I Peter 1:8. 
 
 
3.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지 않게 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심 받은 후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까요? 요한복음 16:23         When Jesus said, You will ask Me nothing, He is not saying that they would 
cease to address their requests to Him.  Rather, He is referring to direct access to the Father because 
of His work on the cross.  What will happen in that day after the Holy Spirit is sent?  John 16:23 

 
 

a. 히브리서 4:16 절을 요한복음 16:23절과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Hebrews 4:16 with Jesus’ promise in John 16:23.  What do you see? 

 
 
b. 요한복음 16:24절에 선언된 혜택을 인용하십시오.  Cite the benefits declared in John 16:24. 
 
 

(1.) 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7:7절도 참조하십시오.  
What is necessary to receive these benefits?  See also Matthew 7:7. 

 
 
(2.)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 Name of Jesus ensure? 

 
 

b. 기쁨이 충만 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ake a moment to contemplate fullness of joy.  What does this mean to you?  

 
(1.) 기도의 결과로 어떻게 기쁨의 충만 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How have you experienced fullness of joy as a result of praying? 
 

  
4.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구하셔서 요한복음 16:24 절의 약속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ake time now to respond to the promise in John 16:24 by bringing a specific 
request to the Father in Jesus’ Name.   

 
 
제  5일 : 요한복음 16:25-33장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6:25-33 
 

1.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와 예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소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25절에서는 장차 
제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Jesus often used parables and illustrations 
to communicate truth.  What did He say about His future communications to His disciples in 
John 16:25? 

 
a.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26절   What will happen in that day?  John 16:26 

 
 

c. 요한복음 16:27절에서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을 언급하십시오. 
State the assurance Jesus gave for answered prayer in John 16:27. 
 

 
(1.) 아버지께서는 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Why did the Father love the disciples? 

 
(2.)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come the object of God’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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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한복음 16:28 절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는 예수님의 언급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 
니까? 요한복음 16:29절에서 답하십시오.         How did the disciples react to Jesus’ statement in John 
16:28 about returning to the Father?  Answer from John 16:29. 

 
 

a.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6:30절    
What was the disciples’ declaration of faith?  John 16:30 

 
 

(1.)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장래에 있을 일에 대비하도록 해 주겠습니까?   
How would their faith prepare the disciples for the future? 

 
b. 요한복음 16:32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인적 실패에 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In John 16:32 Jesus prepared the disciples for personal failure.  What did 
He tell them? 

 
(1.)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주었을까요?  How would this have comforted them? 

 
b. 왜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셨을까요?   Why would Jesus not be alone? 

 
3. 요한복음 16:33a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십시오.   
       Cite the reason that Jesus spoke these things from John 16:33a.  

 
a. 요한복음 14:27 절을 요한복음 16:33a 절과 연결시키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ohn 14:27 with John 16:33a.  What do you see? 
 
 
b. 이 평안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16:33a 절에서 다음 칸을 채우십시오.    

In order to identify the source of this peace, fill in the blanks below from John 16:33a: 
 
      너희로 ____ ___________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that   _____   ______   you may have peace. 
   

(1.)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How will knowing this direct you during troubling times? 

 

4. 요한복음 16:33b 절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can believers expect from the world according to John 16:33b? 

 
a. 환난 의 때에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를 기록해 보십시오.   

Record the consolation Jesus offers in tribulation. 

 
b. 다음 구절들에서 추가의 위로의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Derive and write further consolation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로마서Romans 5:3절 
 

(2.) 로마서 Romans 8:28절 
 

(2.) 야고보서 James 1:2,3절 
 
 

c. 신자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37절 참조. 
 How can believers be of good cheer even in troubling times?  See also Romans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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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일 : 요한복음 16:1-33절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6:1-33 
 
1. 요한복음 16장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에 관하여 논평해 보십시오.   
       With John 16 as a background write a comment about: 
 

a. 성령님의 사역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b. 슬픔과 기쁨 
     Sorrow and joy 
 
 
d. 기도 

Prayer 
 
 
d. 아버지의 사랑 
     The Father’s love 
 
 
e. 평화 

Peace 
 
 
f. 환난 

Tribulation 
 
 
g. 담대하라 

Good cheer 
 
 
 
2. 요한복음 16장의 공부를 통해 당신은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도록 준비되었습니까?   
       How have you been prepared for troubling times through your study of John 16?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6:33 NKJV 



 
 

요한복음  17:1-26절  
JOHN 17:1-26 

 
Lesson 18 

제1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16장의 공부나 강의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What spoke to you in the lesson or lecture from John 16? 
 
 
 
 
2. 거룩하시고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17장은 그의 소유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여다 보게 합니다.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간구에 주목하시면서 요한복음17장을 
읽으십시오.  아래의 단락을 사용하여, 특별히 당신에게 축복되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 쓰십시오:  

       Jesus, the holy and beloved Son of God, is praying for you!  Think about it!  John 17 provides a 
lingering look into the intercessory prayer of Jesus for His own.  Read John 17 noting the work of 
Jesus, the love of Jesus, and the requests of Jesus for you.  Using the divisions below, write a word 
or phrase that especially blesses you: 

 
a. 요한복음17:1-5절 
       John 17:1-5 
 
b. 요한복음17:6-12절 
       John 17:6-12  
 
c. 요한복음17:13-19절 
       John 17:13-19 

 
d. 요한복음17:20-26절 
       John 17:20-26 

 
 
3. 이번 주 공부 안에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십시오.           In order to not miss any blessing God has for you from your study this week, 
take time now to pray.  

 
 
 
 
 
 
 

영생은 곧 너희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요한복음  John 17:3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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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요한복음17: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7:1-5 
 
1. 요한복음17장은 흔히 대 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 
습니까? 요한복음17:1a절에서 답하십시오.         John 17 is often called the High-Priestly prayer. In 
this prayer Jesus, the intermediary between God and man, made intercession for those who believe 
in Him.  How did Jesus begin this prayer?  Answer from John 17:1a. 

 
a. 예수님의 기도의 서두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Note how Jesus prefaced His prayer.  How did He address God? 

 
(1.)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요한복음 11:41-42절을 보십시오. 

Why does God listen to Jesus?  See also John 11:41-42 
 
 

b. 드디어 어떠한 때가 왔습니까? 요한복음12:23절을 보십시오.  
       What had finally come?  See also John 12:23. 

 
c. 요한복음17:1b절과 요한복음17:5절에서 예수님의 개인적 요청을 쓰십시오.  
       Write Jesus’ personal request from John 17:1b and John 17:5.   

 
e.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8:29절과 요한복음17:4절 참조.  

How did Jesus glorify the Father?  See John 8:29 and John 17:4.   
 
 

2. 요한복음 17:2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숙고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28:18절을 보십시오.           Consider the prestige of Jesus from John 17:2.  What had the 
Father given to Him?  See also Matthew 28:18. 

 
a.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17:2a절   

What was the purpose of God’s gift to Jesus?  John 17:2b 

 
(1.) 이 진리를 요한복음3:16절에서 확인하십시오.   

Validate this truth with John 3:16. 

 
3. 요한복음17:3절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영생 을 깊이 생각하여 기록하십시오.  
       Thoughtfully record Jesus’ description of eternal life from John 17:3.      

 
a.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1:18절과 고린도후서4:6절을 보십시오.  

How can someone know God?  See John 1:18 and II Corinthians 4:6. 
 
 
 

b. 사람이 이 영생 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What is necessary for a person to experience this life?   

 
4. 요한복음17:4절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묘사하십시오.  
       Use John 17:4 to describe what Jesus accomplished. 
 
 
5. 요한복음17:5절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이전 영광 을 밝혀보십시오.  
        Identify the former glory of Jesus mentioned in John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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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히브리서1:3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영광 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How does Hebrews 1:3 describe Christ’s pre-incarnate glory? 

 
 
6.   히브리서4:15절과 히브리서7:25절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대 제사장적 기도를 숙고해 보십시오.   
이 구절들에서 추가의 통찰력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를 표현해 보십시오.            Once again consider this High-Priestly prayer as you read Hebrews 
4:15 and Hebrews 7:25.  Having gleaned further insights from these verses, express what it means 
to you to have Jesus praying for you. 

 
 
 
제3일 : 요한복음17:6-12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7:6-12 
 
1. 요한복음17: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According to John 17:6 what had Jesus done for the men God gave Him? 

 
a. 요한복음14:10b절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How does John 14:10b confirm this? 

 
2. 요한복음17:6-8절을 사용하여 다음 주제들을 논평하여 보십시오.   
       Use John 17:6-8 to comment on the following subjects: 
 

a.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 
what Jesus manifested 

 
b.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God’s gift to the Son 
 
c. 제자들  

the disciples 

 
3.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 하셨으며 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17:9절 
       For whom did Jesus pray and why?  John 17:9 

  
 

a.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For whom did He not pray and why?   

 
4. 요한복음17:1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무엇을 공유하십니까?  
       Consider the unity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from John 17:10.  What do they share? 
 
 

a. 10b절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진술과 에베소서1:6,12절을 
연결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esus’ statement in verse 10b, and I am glorified 
in them, with Ephesians 1:6,12.  What do you see? 

  
  
 

5. 요한복음17:11a절에 따르면 곧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According to John 17:11a what change will soon take place? 
 
 

a. 요한복음17:11b절에서 예수님의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Jesus’ request in John 1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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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한복음17:11,12절에는 저희를 지키는 어떤 능력이 언급되었습니까?  
What keeping power is mentioned in John 17:11,12?  

 
 

(1.) 잠언18:10절은 저희를 지키는 능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at does Proverbs 18:10 say about this keeping power? 

 
(2.)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How are you kept by the power of God’s Name? 

 
c. 누가 멸망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17:12b     

Who was lost?  John 17:12b 

 
(1.) 이런 일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17:12c절   

Even in this, how was God still in control?  John 17:12c 
 
 
6. 당신은 예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어떻게 격려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10:28,29절 참조. 
       How are you encouraged by the keeping power of Jesus?  See also John 10:28,29. 
 
 
 
제4일 : 요한복음 17:13-1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7:13-19 
 
1.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17:13a절  
       Where was Jesus going?  John 17:13a 

 
a.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17:13b절 

Why had Jesus spoken these things?  John 17:13b  

 
(1.) 이것이 어떻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습니까?  

How would this be a safeguard against the world’s hatred? 

 
b.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As believers where should we seek our joy? 

 
2.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무엇이 
었습니까? 요한복음17:14절          Jesus gave the Father’s word to the disciples and they received it.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world?  John 17:14 

 
 

a. 세상은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15:19절과 17:16절을 보십시오.  
Why did the world react this way?  See John 15:19 and 17:16. 

 
 
 

b.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생각하며,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15절  In light of the world’s reaction to the disciples, how did the Lord pray for them?  John 
17:15 

 
 

(1.)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Jesus did not pray that believers would be taken ou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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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요한복음 17:15b절과 마태복음 6:13a절을 연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ohn 17:15b with Matthew 6:13a.  What do you see? 
 
 
(1.) 요한일서4:4절은 적의 세력에 맞서 승리할 것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줍니까?   

What assurance does I John 4:4 give concerning victory over the forces of the enemy? 
 
 

(2.) 에베소서6:11-18절에서 영적 승리를 위한 가르침을 요약해 보십시오.   
Summarize the instruction in Ephesians 6:11-18 for spiritual victory. 

 
 

 
 
3. 요한복음 17:1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고 언급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악 에 저항할 수 없게 될까요? 야고보서4:4절을 보십시오.   

       In John 17:16 Jesus again mentioned that His disciples are not of this world.  How could being of the 
world keep us from resisting the evil one?  See James 4:4.   

 
 
 
4. 요한복음 17:17절을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의 다른 요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Consider another of Jesus’ requests by printing John 17:17 here. 
 
 
 

a. 요한복음17:17b절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How is truth defined in John 17:17b?  

 

 
b. 거룩하게 하다 란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십니 
까? 에베소서5:26절 참고.            Sanctify means set apart.  From verse 17 what means does God 
use to do this?  See also Ephesians 5:26.  

 

 
(1.) 당신은 이 과정으로 인해 어떻게 격려가 되었습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is process?  

 

 
5.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18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또한 무엇을 하셨습 
니까?        The Father sent the Son into the world.  According to John 17:18 what did Jesus also do? 

  

 
a.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8:19,20절을 보십시오.  

What did Jesus send them to do?  See Matthew 28:19,20. 
 
 
 
 
6. 오늘 공부한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당신은 세상으로 보내지도록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시렵니까? 
       Using the scriptures studied today, how will you prepare spiritually to be sent in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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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 요한복음17:20-26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7:20-26 
 
1.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시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17:20절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 
니까?           Jesus’ prayer transcends all time!  For whom does Jesus pray in John 17:20? 

 
a.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게 됩니까?  

What qualifies one to be a recipient of Jesus’ intercession?  
 
  

2. 요한복음17:21-26절에서 다음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들을 요약하십시오:    
        Summarize the requests of Jesus from John 17:21-26 about: 
 

a. 영광  glory – verse 22절 

 
(1.) 믿는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광 을 받을까요?   

By what means do believers receive glory? 
 
 

b. 하나됨  unity – verses 21,23절 
 
 

(1.) 이것이 세상 에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요한복음17:23절   
How is this a witness to the world?  John 17:23 

 
c. 천국  heaven – verse 24절 

 
(1.) 요한복음14:1-3절은 이것에 무엇을 더 첨가합니까?   

What does John 14:1-3 add to this? 
 
 
 

d. 사랑  love – verse 26절          

 
3. 요한복음17:25절에 예수께서 기도를 끝맺으시면서 주님은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As Jesus closed His prayer in John 17:25 how did He address His Father? 

 
a.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5:21절을 보십시오.  

Why do you need Jesus as your intercessor with a holy God?  See II Corinthians 5:21. 

 

 
4. 요한복음17:25절에서 다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From John 17:25 record what Jesus said about the following: 
 

a. 세상the world 
 

b. 예수님 자신Himself 

 

c.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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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26b    
       Why did Jesus declare God’s Name?  John 17:26b 

 
a.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하셨습니까?   

How has Jesus declared God’s love to you? 
 
 

 
제6일 :요한복음17:1-26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17:1-26 
 
1. 요한복음17장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에 대한 논평이나 관찰하신 바를 쓰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of John 17 write a comment or observation regarding: 
 

a. 영화로우심Glorified  
 

b. 나타내심Manifested 

 

c. 믿었음Believed 

 

d. 지켜주심Kept 

 

e. 충만함Fulfilled  

 

f. 거룩함Sanctified 

 

g. 보내심Sent 

 

h.   알게함Declared 

 

i. 사랑하심Loved 

 

2.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how the prayer of Jesus has ministered to you.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them by Your truth. 
Your word is truth. 

요한복음    John 17:17 NKJV 



  

 
요한복음18:1-19:42절  

JOHN 18:1-19:42 
 

Lesson 19 
제1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었습니까?   
        How did Jesus’ prayer in John 17 minister to you?  
 
 
 
 
2. 요한복음18장과 19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오한 사건인 인류의 구속을 드러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거부당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또한 이 기록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기꺼운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18, 19장 
전체를 읽으시고 당신에게 와 닿는 특별한 사건이나 말 혹은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왜 그런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Chapters 18 and 19 of the Gospel of John reveal the most profound event 
of human history—the redemption of mankind.  In these chapters we witness the cruel rejection of 
Jesus by men.  Also contained in this account is the great love and willing sacrifice of Jesus to 
purchase salvation for whosoever would believe in Him.  Read these chapters in their entirety and 
record a particular event, word or verse that touches you.  Explain why. 

 
 
 
 
 

3.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드리도록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than the death of Jesus Christ for you.  Take a moment to pray asking the Lord to 
give you a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length and breadth of His love.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You say rightly that I am a king. 
For this cause I was born, and for this cause I have come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to the truth. 
Everyone who is of the truth hears My voice. 

요한복음John 18:37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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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18:1-27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18:1-27 
 
1. 배반을 당하셨던 그날 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18:1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Jesus 
went to a familiar place outside the city gates of Jerusalem. According to John 18:1 where did Jesus 
and His disciples go?  

 
 

2. 요한복음18:1-11절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Use John 18:1-11 to chronicle the arrest of Jesus.   
 

 
 
a. 다음에 관하여 간단하게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briefly on the following: 
 

(1.) 유다Judas 
 

(2.) 예수님Jesus 
 

(3.) 하속들,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Officers, troops, chief priests and Pharisees  
 

(4.) 베드로Peter 
 

(5.) 대제사장의 종High Priest’s servant 
 
 

(a.) 누가복음22:5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do according to Luke 22:51?   

 
(b.)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How might this have changed this man’s life? 

 
 

3. 요한복음18:12-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ccording to John 18:12-14 what happened to Jesus? 

 
 

a.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요한복음10:18절을 보십시오.   
       Why did Jesus allow this?  See John 10:18. 

 
 
4. 예수께서 심문받고 있을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18:15-18, 25-27절 
         As Jesus was being tried, what was going on with Peter?  John 18:15-18,25-27 
 
 
 

a.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Note the progression of Peter’s denial.  What do you suppose contributed 
to his behavior? 

 
 

(1.) 베드로의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떤 걸음을 취하시겠습니까?   
           What steps can you take to avoid Peter’s dow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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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한복음18:20,21,23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Jesus’ defense in John 18:20,21,23? 
 
 

a. 예수님은 왜 죄가 없었습니까?   Why was Jesus innocent? 
 
 

6.  당신은 이 구절들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see the love of Jesus demonstrated in these verses? 
 
 
 
제3일 :요한복음18:28-4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18:28-40 
 
1. 유대인의 종교적 재판을 따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민사 재판을 받기 위해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28-31절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Following the Jewish 
religious trials, early in the morning Jesus was taken to the Praetorium for a civil trial before Pilate.   
Use John 18:28-31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을 고소했습니까? 30절  
        Of what did the Jews accuse Jesus?   verse 30 
 
 

(1.) 이것은 왜 부당한 고소입니까?    Why is this a wrongful accusation? 
 
 
b.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까? 31절  
       How did Pilate seek to avoid judging Jesus?   verse 31 
 
 

(1.)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31b절   
             What did the Jews want done to Jesus?   verse 31b 

 
 

2.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요한복음18:33절   
         What did Pilate ask Jesus?  John 18:33 
 
 

a.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빌라도의 질문을 자신의 질문으로 바꾸셨습니까? 요한복음18:34절  
        How did Jesus personalize Pilate’s question?  John 18:34 

 
 
3. 요한복음18:35절에서 빌라도의 질문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18: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떤 계시를 주셨습니까?  Observe Pilate’s questions in John 18:35.   What 
revelation did Jesus give in answer to his questions in John 18:36? 

 
 

a. 예수님의 진술과 마태복음26:53,54절을 연결시키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esus’ statement with Matthew 26:53,54.  What do you see? 

 
 

(1.) 이 진리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을 나타냅니까?  
          How does this truth reveal Jesus’ resolve to save men? 

 
 
4. 요한복음18:37절에 따르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According to John 18:37 why did Jesus come in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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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복음10:27절을 보십시오.  
        Who hears Jesus’ voice?  See also John 10:27. 
 
 

5.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는 빌라도의 진술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깨닫 
습니까? 요한복음18:38절        What do you find significant about Pilate’s statement, I find no fault in 
Him at all?  John 18:38 

 
 
6. 요한복음18:39,40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Use John 18:39,40 to summarize the rejection of Jesus. 
 
 

a.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을 선택하였습니까?   
What type of man did the people choose above Jesus? 
 
 

b. 어떻게 오늘날도 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How is this choice still being made today? 

 
 

c.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How are you blessed by choosing Jesus today? 

 
 
 
제4일 : 요한복음19:1-16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19:1-16 
 
1. 요한복음19:1-6절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이 견디신 굴욕과 잔인함을 묘사하십시오.   
       Using John 19:1-6 describe the humiliation and brutality our Lord endured.   
 
 
 
 
 

a.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서 50:6a절과 53:5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까?  
How did this fulfill the prophecies of Isaiah 50:6a and Isaiah 53:5? 

 
 
 

b. 예수님은 굴욕적이고 잔인하게 취급 당하셨지만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요한복음 
19:5절      Though Jesus was humiliated and brutalized, how did Pilate present Him?  John 19:5  
 

 
c.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19:6절   
        What was the crowd’s reaction to Jesus?  John 19:6 
 
 

2. 분노와 피에 목마른 무리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고 두번 더 
확언합 니다. 빌라도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요한복음19:7,8절에서 답하 십시오.        Addressing the angry, blood-thirsty crowd, Pilate testified 
two more times: I find no fault in Him. What caused Pilate to take Jesus into the judgment hall again?  
Answer from Joh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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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한복음19: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너는 어디로서냐? 는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 
니까?       According to John 19:9 how did Jesus respond to Pilate’s question, Where are You from? 

3. 빌라도는 자신이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19:10절   
       What power did Pilate think he wielded?  John 19:10 
 
 

a.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빌라도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요한복음19:11절 
In reality, according to Jesus, what power did Pilate have?  John 19:11 

 
 

b.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Who was truly in control of all these events? 

 
 
4.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무엇이 이 생각을 바꾸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19:12절  
         Even though Pilate sought to release Him, what was the turning point?  John 19:12 
 
 

a. 요한복음19:12-16절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일어난 끔찍한 장면을 요약하십시오.  
Use John 19:12-16 to summarize the awful scene that followed. 

 
 
 

b. 요한복음19:14절과 요한복음19: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을 비교하십 
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Compare how Pilate presented Jesus in John 19:14 with how he 
presented Him in John 19:5.  What do you see? 

 
 

c. 빌라도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pinion of Pilate? 

 
 
5.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는 이 구절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인상적입니까?  
        As you Behold your King from these verses, what impresses you most? 
 
 
 
제5일 : 요한복음19:17-3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19:17-30 
 
1. 요한복음19:17,18절의 사건들을 당신 자신의 말로 하나 하나 열거하여 보십시오.  
        In your own words recount the events from John 19:17,18.  
 

 
 

2.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서 붙인 패 를 기록하십시오. 요한복음19:19절   
         Print the title written by Pilate and placed on Jesus’ cross.  John 19:19 
 
 

a. 왜 이 패 가 의미심장합니까?   
       Why is this title significant? 
 
 

(1.) 그것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요한복음19:20절   
             What languages was it written in?  John 19:20 
 
 

(a.)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4:14b절      



 6 

            Why is this important?  I John 4:14b 
 

b.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의를 진술해 보십시오. 요한복음19:21절    
          State the Jews’ objection.  John 19:21 
 
 

 (1.) 빌라도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19:22절   
          What was Pilate’s resolve?  John 19:22 
 
 

3. 십자가의 발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십시오. 요한복음19:23,24절   
         Describe what happened at the foot of the cross.  John 19:23,24 
 
 

a. 이것이 시편22:18절에 예언된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How does this relate to what was prophesied in Psalm 22:18? 

 
 
4. 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19:25절      
        Who stood by the cross?  John 19:25 
 
 
5. 요한복음19:26,27절에서 예수님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Jesus’ concern in John 19:26,27? 
 
 
 
6.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이루어진 것 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19:28절   
         What did Jesus know was accomplished?  John 19:28 
 
 

a. 요한복음19:28,29절과 시편69:21절에서 예수님의 진술과 군병들의 반응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esus’ statement and the soldiers’ response from John 19:28,29 with 
Psalm 69:21.  What do you see? 

 
 
 
 
7. 요한이 기록한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또한 다 

지불하였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10,11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셨던 것을 기록하십시오.         John’s last recorded words of Jesus from the cross, 
It is finished can also be translated paid in full.  Read Isaiah 53:10,11 and record what God was 
accomplishing for you through the cross. 

 
 
 
 
제6일 : 요한복음19:31-42절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ad John 19:31-42 
 
1.  요한복음19:31절에서 유대인들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concern of the Jews in John 19:31? 
  
 

a. 그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요한복음19:31절   
         What did they request of Pilate?   John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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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요청이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요한복음19:32절   
             How was this request carried out?   John 19:32 

b.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19:33-37절   
        What did they do to Jesus?  John 19:33-37 
 
 
 

(1.) 이것이 왜 의미심장합니까? 시편22:16, 시편34:20절과 스가랴12:10b절을 보십시오.  
Why is this significant?  See also Psalm 22:16, Psalm 34:20 and Zechariah 12:10b. 

 
 

 
2. 요한복음19:38절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들이 빌라도 
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19:38-42절          John 19:38 begins 
with After this.  After this, Jesus’ secret disciples approached Pilate.  Who were they and what did 
they do?  John 19:38-42 

 
 
 

a. 이것이 어떻게 이사야53:9절의 성취입니까?       
       How did this fulfill Isaiah 53:9? 

 
 
 
3.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신 곳 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19:41절   
         What was in the place where Christ was crucified?  John 19:41    
  
 
 
4. 그날은 예비일 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19:31절).  이날은 어린양을 유월절 음식으로 준비하는 날 
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19,20절을 보십시오. 

      That day was referred to as Preparation Day (John 19:31).  It was the day when the lamb was readied 
for the Passover meal.  When was Jesus prepared by God to be the sacrificial Lamb?  See I Peter 
1:19,20. 

 
 
 

a.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양을 받아드리도록 당신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1:29b절 
 How has God prepared you to receive His Lamb?  John 1:29b 

 
 
 

b. 당신은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prepare your heart for Jesus this Easter? 

 
 
 

 



 
 

요한복음20:1-31절  
JOHN 20:1-31 

 
Lesson 20 

제1일 :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의 어떤 면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습니까?  
       What aspect of Jesus’ suffering touched your heart the most? 
 
 
 
 
 
2. 요한복음20장에서 정복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잔인함과 거부가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구세주를 단념시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포로로 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셔서 사람들을 그의 대사로 임명하시고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요한복음20장에서 주의 깊게 읽으시고 다음 단락에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Behold the unconquerable Christ in the 20th chapter of John’s Gospel! The cruelty and rejection of 
men could not dissuade the Savior of the world.  Death could not hold Him prisoner. Jesus 
conquered death and returned to commission men and women as His ambassadors.  Read John 20 
giving close attention to Jesus’ personal encounters with His own, then write a title for the 
following divisions: 

 
a. verses 1-10절 
 
b. verses 11-18절 
 
c. verses 19-23절 
 
d. verses 24-31절 

 
 
3. 이 영광스러운 장을 통하여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시면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십시오.           Prepare your heart and mind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minister to you through this glorious chapter.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요한복음John 20:19b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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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20:1-1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20:1-10 
 
1.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뉘었던 무덤에 왔습니다. 요한 
복음20:1,2절을 사용하여 다음을 묘사하십시오:      Three days after the death and burial of Jesus, 
Mary Magdalene came to the tomb where Jesus had been buried.   Use John 20:1,2 to describe: 

 

a. 마리아가 온 때when she went 
 
b. 마리아가 본 것what she saw 
 
c. 마리아가 한 것what she did 
 
d. 마리아가 말한 것(생각)what she said (thought) 

 
 
2. 요한복음20:3-9절에서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John 20:3-9: 
 

a. 두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3절   
       Who were the two disciples?  verse 3 
 
 
b. 그들은 무덤에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4절   
       How did they approach the tomb?  verse 4 
 
 
c.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5-7절   
       What did they see?  verses 5-7 
 
 
d. 시몬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다른 제자 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  

What significant change happened in the other disciple when he entered the empty tomb?  verse 8 
 
 
e. 그들은 아직 무엇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9절   
       What did they not know yet?  verse 9 
 
 

(1.) 요한복음20:9절과 시편16:10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John 20:9 with Psalm 16:10.  What do you see? 

 
 

(2.) 그들에게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누가복음18:31-34절을 보십시오.  
What had been hidden from them?   See Luke 18:31-34. 

 
 

(a.) 당신은 그 다른 제자 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suppose the other disciple realized?  
 

 
3.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20:10절    
       Where did the disciples go?  John 20:10 
 
 
4. 당신은 빈 무덤을 보시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As you observe the empty tomb, what do you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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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요한복음20:11-18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20:11-18 
 
1.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가고 난 후,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20:11절에서 답하십 
시오.     After Peter and John went home, what did Mary Magdalene do?   Answer from John 20:11. 

 
a. 요한복음20:12,13절에 따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According to John 20:12,13 what amazing thing happened?   
 

(1.)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습니까? Why was Mary weeping? 
 

(2.) 당신은 왜 마리아가 천사들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Mary was unmoved by the angels? 

 
 

2. 요한복음20:14-16절을 사용하여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Mary’s encounter with Jesus using John 20:14-16: 
 

a.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14절    What did Mary see?  verse 14 
 

b.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15절   What did Jesus ask Mary?  verse 15  

 

c.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15절  What did Mary suppose?  verse 15 

 

d. 마리아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  What was Mary’s concern?  verse 15 

 

e. 마리아는 무엇을 하려고 결심했었습니까? 15절  What was Mary determined to do?  verse 15 

 
f.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16절   

What caused Mary to recognize Jesus?  verse 16 
 
 

g.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6절   How did Mary respond?  verse 16 
 
 

3. 요한복음20:17절에 따르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16:7절을 
보십시오.  According to John 20:17 why did Jesus not want Mary to cling to Him?  See also John 
16:7. 

 
a.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20:17b절   

What assignment did Jesus give to Mary?  John 20:17b 
 

b.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했습니까? 요한복음20:18절  
How did Mary fulfill Jesus’ assignment?  John 20:18 

 
c. 당신은 마리아에 대하여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What impresses you most about Mary?   
 

4. 당신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keeps you from recognizing Jesus as the risen Lord? 
 
 

a.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How will you recognize Him? 

제4일 : 요한복음20:19-23절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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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DAY:  Read John 20:19-23 
 
1.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20:19,20a절   
       What happened the same day at evening?  John 20:19,20a 
 

a. 왜 이것이 깜짝 놀랄 일이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써 보십시오.   
       Write a few reasons why this was astonishing.  
 
 
b.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20:19,21a절   
       How did Jesus greet the disciples?  John 20:19,21a  

 
(1.) 당신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인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24:37절을 보십 

시오.      Why do you suppose the disciples needed this greeting?  See also Luke 24:37. 
 
 
c. 누가복음 24:38,39절과 요한복음 20:19,20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Link Luke 24:38,39 with John 20:19,20.  What 
did Jesus do to assure the disciples of His true identity? 

 
 

d.  요한복음 20:20b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NIV번역본은 기뻐하다 라는 말을 너무 
너무 기뻐하다 는 말로 사용하였고 확대 번역본은 즐거움, 환성, 환희, 황홀 이라는 단어들을 
포함 시켜 이 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Note the disciples’ reaction 
in John 20:20b.  The NIV uses the word overjoyed for glad and the Amplified Bible expands this 
word to include delight, exultation, ecstasy, rapture.   Why were they glad?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임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20:21절   
       How did Jesus commission the disciples?  John 20:21 

 
a. 이 임명이 어떻게 성공을 보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18절도 보십시오.  
       How would this commission guarantee success?  See also Matthew 28:18. 

 
3. 요한복음20:2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십시오. Describe what happened in John 20:22. 

 
a. 요한복음 20:22절을 창세기2:7절과 요한복음 3:7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Connect John 20:22 with Genesis 2:7 and John 3:7.  What do you see?    

 
(1.)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1:8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14;16,17 

절도 보십시오.          How is this different from what Jesus promised in Acts 1:8?  See also 
John 14:16,17. 

 
4. 요한복음20: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2:38절도 보십시오.     In John 20:23 Jesus gave His disciples the 
power of the Gospel message.  What is promised to those who believe?  See also Acts 2:38. 

 
a. 왜 사람의 죄가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대로 존속하게 될까요?   

Why will a person’s sins be retained through unbelief? 
 
5.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 
니까?         The disciples were glad when they saw the risen Lord.  What is your reaction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제5일 :요한복음20:24-31절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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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DAY:  Read John 20:24-31 
 
1. 요한복음20:24-29절은 예수님과 도마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John 20:24-29 records Jesus’ encounter with Thomas.  What was the witness of 
the disciples to Thomas? 

 
 

a.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omas’ response? 

 
 

b. 당신은 왜 도마가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Thomas felt this way? 

 
 
2. 예수께서 두 번 요한복음20:19,20절과 요한복음20:26-28절의 나타나심에서 유사점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eparate appearances of Jesus from John 20:19,20 and John 

20:26-28.    
 
 
 

a.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도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Although He was not physically present, Jesus heard what 
Thomas said about needing to see the nail prints and touch the wound in His side before he would 
believe. What opportunity did Jesus give Thomas? 

 
 

(1.)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정직한 의심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How did Jesus treat an honest doubt? 

 
  
b. 요한복음20:27b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권고는 무엇입니까?  
       What was Jesus’ exhortation to Thomas in John 20:27b?  
 
 

(1.)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이 권고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In what areas of your life do you need to apply this exhortation? 

  
 
c. 요한복음20:28절의 도마의 선언을 기록하십시오.   

Print Thomas’ declaration from John 20:28. 

 
(1.) 당신은 어떻게 이 선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How will you make this declaration your own?   

 
3. 요한복음20: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을 다른말로 바꾸어 설명해 보십시오.  
       Paraphrase the blessing Jesus pronounced in John 20:29.   
 
 

a. 어떤 유형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까?  
What type of faith pleases Jesus?  

 
 

b. 요한복음20:29절을 베드로전서 1:8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줍니까?            Link John 20:29 with I Peter 1:8.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4. 요한복음20: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진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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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John state about Jesus in John 20:30?    
 
 
5. 요한은 이 복음을 어떤 목적으로 썼습니까? 요한복음20:31절   
       For what purpose did John write his Gospel?  John 20:31 
 
 

a.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쓴 것으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How have you been affected by what John wrote about Jesus? 
 
 
 

제6일 : 요한복음20:1-31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20:1-31 
 
1. 다음의 만남들에 대하여 간단한 논평을 쓰십시오:  
       Write a brief comment about the following encounters: 
 

a. 마리아와 제자들  Mary and the disciples 
 
 
b. 제자들과 빈 무덤  The disciples and the empty tomb 
 
 
c. 마리아와 천사들  Mary and the angels 
 
 
d. 마리아와 예수님  Mary and Jesus 
 
 
e. 예수님과 제자들  Jesus and the disciples 
 
 
f. 예수님과 도마  Jesus and Thomas  
 
 
g. 당신과 복음  You and the Gospel 
 
 

2.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간증을 간단히 써 보십시오.  
       Write a brief testimony about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And truly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요한복음   John 20:30,31 NKJV 



 
 
 

요한복음21:1-25절  
JOHN 21:1-25 

 
                                                                                                                                            Lesson 21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hat doe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ean to you? 
 
 
 
 
 
2.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번째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그의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21장을 읽으시고 다음 단락들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In the last chapter of John’s gospel, Jesus met with the disciples for the third 
time since His resurrection.  On the Galilean shore in the early morning hours Jesus fed His disciples. 
Jesus personally restored, recommissioned and revealed Peter's future to him.  Read John 21 and 
write a short title for the following divisions: 

 
a. 요한복음21:1-6절 
       John 21:1-6 
 
b. 요한복음21:7-14절 
       John 21:7-14 
 
c. 요한복음21:15-17절 
       John 21:15-17 
 
d. 요한복음21:18-25절 
       John 21:18-25 
 
 

3.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Write your prayer here asking that you might hear the Lord and respond to His invitation.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나를 따르라” 
He said to him, “Follow Me.” 
요한복음John 21:19b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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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요한복음21: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ohn 21:1-6 
 
1. 요한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이 장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이20장의 어떤 사건들을 언급한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John began this chapter with:  After these things.  What events from Chapter 20 
do you suppose he was referring to? 

 
 

a. 요한복음21:1절에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in John 21:1 After these things? 

 
 

b. 이 장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21:1절   
       Where were they when the events of this chapter occurred?  John 21:1 
 
 
c. 이 때에 열 한명의 제자들 모두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21:2절을 사용하여 함께 있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밝혀보십시오.        Not all eleven disciples were present on this occasion.  
Use John 21:2 to identify those who were.    

 
 

(1.) 당신이 이 제자들에 대해 아는 것을 짧게 나누어 보십시오.  
          Briefly share what you know about these men. 

 
 

2. 시몬 베드로가 하려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요한복음21:3절       What did Simon Peter decide to do and what effect did it have on the others?   
John 21:3 

 
 

a.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c절   
       What was the result of their night of fishing?   verse 3c 
 
 

(1.) 이 경험을 요한복음15:5b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fishing experience with John 15:5b.  What do you see? 

 
 

3. 요한복음21:4절을 사용하여 다음 장면을 묘사하여 보십시오.   
       Using John 21:4 describe the scene that followed. 
 
 

a.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요한복음21:5절    
What did Jesus ask the disciples?  John 21:5 

 
 

(1.)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How did He address them? 
 
 

b.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21:6절   
       What was His instruction to them?  John 21:6 

 
 

(1.)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when they obeyed? 
 
 

c. 누가복음5:(1-3)4-11절에서 먼저 있었던 비슷한 경험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Observe an earlier, similar experience from Luke 5:(1-3)4-11.   What do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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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복음5:10c절에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숙고해 보십시오. 요한복음21:3-6절의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Consider Jesus’ declaration in Luke 5:10c,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How might the John 21:3-6 experience have been a 
reminder of His calling on their lives?     

 
 

4.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수고를 열매 맺도록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께 순종하도록 어떻게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Ponder the power of Jesus to transform our efforts 
from fruitless to fruitful.  How are you inspired to obey Jesus? 

 
 
 
제3일 : 요한복음21:7-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ohn 21:7-14 
 
1. 그 제자 가 예수님을 알아보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보음21:7절  
       What do you suppose caused the disciple to recognize Jesus?  John 21:7 
 
 

a. 요한복음21:7a절에서 그 제자 를 밝혀보십시오.    Identify that disciple from John 21:7a. 
 
 

b.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how Peter reacted to hearing, “It is the Lord!” 
 
 

(1.)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베드로에 대하여 어떤 연상을 하게 합니까?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about Peter? 
 
 

2. 요한복음21:8,9절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Using John 21:8,9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8절      What did the other disciples do?  verse 8 
 
 
b. 그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마자 본 것을 묘사하십시오. 9절   
       Describe what they saw as soon as they had come to land.  verse 9 
 
 

3. 요한복음21: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What was Jesus’ instruction to the disciples in John 21:10? 
 
 
4.   요한복음21:11a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Peter do in John 21:11a? 
 
 

a. 그물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21:11절     What was in the net?  John 21:11 
 
 

(1.) 그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What was the condition of the net? 
 
 

(2.) 이 수확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was so amazing about this catch? 
 
 

5. 요한복음21:12a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기록하십시오.   
       From John 21:12a print the invitation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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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한복음21:12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Observe the disciple’s reaction in John 21:12.  What did they know? 

 
 
6. 요한복음21:13절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생각되십니까? 요한복음 6:5-14절도 참조.          Picture the scene in John 21:13.  
What is especially meaningful about Jesus preparing and serving bread and fish?  See also John 6:5-14. 

 
 
7. 요한복음20:19,26절과 21:14절을 사용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 기록하여 
보십시오.           Use John 20:19,26 and John 21:14 to document three of the appearances of the 
resurrected Jesus. 

 
 
 
8. 와서 조반을 먹으라 는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가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What is so compelling about the risen Lord’s invitation to “Come and dine”? 
 
 
 
제4일 : 요한복음21:15-1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ohn 21:15-17   
 
1.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요한복음21:15a절에서 
답하십시오.  So when they had eaten breakfast, what did Jesus ask Peter?  Answer from John 21:15a. 

  
 

a.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십시오. 15절   
       Record Peter’s response to Jesus’ question.  verse 15 
 
 
b.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 보십시오. 15c절 
       Write the Lord’s commission to Peter in your own words.  verse 15c 
 
 
c. 당신은 이 사람들 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절   
       What do you suppose these referred to?  verse 15 
 
 

(1.)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당신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If Jesus were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what would be your these? 

 
 

2. 요한복음21:16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헬라어 아가페 를 사용하여 베드로에게,“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고 두번째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하면,“네, 주님,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어떤 다른점이 있습니까? 

       In John 21:16, Jesus, again using the Greek word agape, asked Peter a second time, “Do you love Me?” 
Peter’s reply could be paraphrased, “Yes, Lord, You know that I am fond of You.”  What difference is 
there in Jesus’ question and Peter’s response? 

 
  

a. 당신은 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깊이를 확언하기를 주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eter was hesitant to affirm his depth of love for the Lord? 
 
 
b. 예수님께서 세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21:17절 
       How did Peter feel when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John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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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드로는 그의 세번째 대답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언을 추가했습니까?  
          What declaration about Jesus did Peter add to his third reply? 

 
 

(a.) 요한복음2:25절과 베드로의 선언을 연결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Peter’s declaration with John 2:25, what do you see? 
 
 

c.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21:17c절에 따르면 그것은 무엇 
이었습니까?          Even so, Jesus gave Peter a ministry.  What was it according to John 21:17c? 

 
  
d.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랬습니까?  
       How did Jesus want Peter to demonstrate his love? 
 
 

3. 요한복음21:15c, 16c, 17c, 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세가지 지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지시들이 비슷해 보이기는 해도 다른 점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Look once more at 
the three directives Jesus gave Peter in John 21:15c,16c,17c.  Although they are similar, how would 
you explain the difference?   

 
 

a.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How does Jesus describe His own? 
 
 

(1.)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To Whom do they belong? 
 
 
b. 이 권고들에 포함될 만한 사역들을 설명해 보십시오.  
       Describe the ministries these exhortations could include.   
 
 
c. 이들 지시들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을 나타내는 베드로전서5:1-4절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 니까? 

What do you see in I Peter 5:1-4 that exhibits Peter’s obedience to these instructions? 
 
 
4.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할 세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 
니까?              Why do you think Jesus gave Peter three opportunities to reaffirm his love for Him?   

 
 
5.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재확인하도록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What opportunities has Jesus given you to reaffirm your love for Him? 
 
 
 
제5일 :요한복음21:18-25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ohn 21:18-25 
 
1.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삶과 그의 미래의 삶을 대조하여 보십시오. 요한복음21:18절 
       Contrast how Peter lived when he was younger to his future.  John 21:18    
 
 

a. 요한복음21:19a절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견해를 줍니까?   
       What light does John 21:19a shed on Peter's future?   
 
 

(1.)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How would Peter glorif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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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4:14,19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Read I Peter 4:14,19.  How did Peter come to view suffering? 

 
 

(3.) 어떻게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How can suffering and death be an opportunity to glorify God? 

 
 
b. 19b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초대를 기록 하십시오:                                                    .    
       Print Jesus’ invitation to Peter from verse 19b:   ____________     _____. 
 

(1.) 마가복음1:17절과 요한복음21:19b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Mark 1:17 with John 21:19b.  What do you see? 

 
 

2. 요한복음21:20,21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무엇에 관해 물었습니까?  
       According to John 21:20,21 what did Peter inquire about?   
 
 

a.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21:22절 
       How did Jesus respond to Peter’s question?  John 21:22 
 
 

(1.) 예수님을 따를 때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나까?  
          Why is a single focus so important when following Jesus?   
 
 
(2.)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시렵니까?            Pause and think about Jesus’ command, “You follow Me.”   How will 
you follow Jesus? 

 
 

b. 요한복음21:22절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에 관해 설명하신 것이 어떤 면으로 잘못 
이해되었습니까? 요한복음21:23절        In what way was the comment Jesus made concerning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in John 21:22 misunderstood?   John 21:23 

 
 
3. 이 복음서의 저자인 그 제자 가 쓴 모든 것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요한복음21:24절   
       How did the disciple, the author of this gospel, validate all he had written?   John 21:24   
 
 
 a. 요한일서1:1절에서 요한은 어떤 증거를 제공하였습니까?   
              What validation did John offer in I John 1:1? 
 
 

(1.) 이것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 신뢰를 줍니까?   
          How does this give credibility to the Gospel? 

 
 
4. 요한복음21:25절에서 요한의 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무엇을 선언 
하였습니까?        Observe John’s grand and glorious closing statement in John 21:25.  What did he 
declare?  

 
 

a. 요한복음21:25절과 에베소서3:20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기대를 높혀 
줍니까?     Link John 21:25 with Ephesians 3:20.  How does this heighten your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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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요한복음21:1-25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ohn 21:1-25 
 
1. 요한복음21장에서 다음의 행동들을 논평하여 보십시오:  
       Comment on the following activities from Chapter 21: 
 

a. 물고기 잡는 것Fishing 
 
 
b. 순종하는것Obeying 
 
 
c. 먹이는 것Feeding 
 
 
d. 사랑하는것Loving 
 
 
e. 보살피는것Tending 
 
 
f. 죽는것Dying 
 
 
g. 따르는것Following 
 
 
h. 영광스럽게 하는것Glorifying 
 
 

 
2. 당신은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초대를 듣습니까?  
       In which activities do you especially hear the Lord's invitation?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And there are also many other things that Jesus did, 

which if they were written one by one, I suppose that even the world 
 itself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Amen. 
요한복음John 21:25 NKJV 



 
요한복음  복습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REVIEW  
                                                                                                                                                      Lesson 22 

 
제1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요한복음21장에서 어떤 부분의 공부나 강의가 당신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었습니까?  
       What part of the study or lecture from John 21 particularly ministered to you? 
 
 
 
2. 요한복음에서 나는⋯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상기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완성 하십시오:  
       Recall Jesus’ powerful I AM declarations from John’s gospel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a. 나는 곧                의          이니,  요한복음6:35a절 
       I AM the                                                   John 6:35a 
 
b. 나는                  의         이니,  요한복음8:12절 
       I AM the                     John 8:12 
 
c. 나는           이니,  요한복음10:9a절 
       I AM the      John 10:9a 
 
d. 나는                               라,  요한복음 10:11a절 
       I AM the                                                John 10:11a 
 
e. 나는              이요              이니,  요한복음11:25a절 
       I AM the                                                   John 11:25a 
 
f. 나는 곧        이요,             요,             이니,  요한복음14:6a절 
       I AM the            ,                                ,                                         John 14:6a 
 
g. 나는                                  요,  요한복음15:1a절 
       I AM the                          John 15:1a 
 

3.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상기하고 유지하여 성령께서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기도를 이곳에 쓰십시오.           Take a few moments to ask the Lord 
to help you recall and retain the truths from the Gospel of John and to have the Holy Spirit apply 
them to your life.   Write your prayer here.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요한복음John 15:11 NKJV 

 
©2009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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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생명의 떡 과 세상의 빛 
SECOND DAY:  Bread of Life & Light of the World 
  

생명의  떡  
BREAD OF LIFE 

 
1. 요한복음6:1-14, 26-35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사건들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6:35절에서 예수님 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6:1-14, 26-35 review the events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6:35. 
 
 
 

2.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게 된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3.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 

 
4. 요한복음9:1-15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사건들을 복습 하십시오. 요한복음9: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 
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9:1-15 review the events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9:5. 

 
 
 
5.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6.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제3일 : 문 과 선한 목자 
THIRD DAY:  The Door & The Good Shepherd 
 

문  
THE DOOR 

 
1. 요한복음10:1-10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가르침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10:7,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10:1-10 review the teaching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10:7,9. 

 
 
 
 
2.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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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선한목자  
THE GOOD SHEPHERD 

 
4. 요한복음10:11-28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가르침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10;11,14절에서 예수님께 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10:11-28 review the teaching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10:11,14. 

 
 
 
 

5.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6.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제4일 : 부활과 생명 & 길과 진리와 생명 
FOURTH DAY: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부활과  생명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1. 요한복음11:1-44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사건들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11:25,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11:1-44 review the events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11:25,26. 

 
 
 
 
2.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3.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길과  진리와  생명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4. 요한복음14:1-7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가르침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14: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 
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14:1-7 review the teaching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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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이 이 약속에 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6.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제5일 : 참 포도나무 
FIFTH DAY:  The True Vine 

참  포도나무  
THE TRUE VINE 

 
1. 요한복음15:1-17절에서 이 약속에 관한 가르침을 복습하십시오. 요한복음 15: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From John 15:1-17 review the teaching 
surrounding this promise.  In your own words explain what Jesus promised in John 15:1,5. 

 
 
 
2.    당신이 이 약속에 관하여 갖는 어떤 통찰력이나 특별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보십시오.   
       Record any insights or special thoughts you have concerning this promise. 

 
 
 
3.   이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How have you seen o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is promise worked out in your life?    
 
 
 
제6일 : 복습 
SIXTH DAY:  Review 
 
1. 요한복음에서 어떤 구절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을 주었으며 왜 그렇습니까?   
       What scripture from the Gospel of John ministered to you the most and why? 
 
 
 
2.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으며 왜 그렇습니까?  
       What event or encounter in John made the greatest impression on you and why? 
 
 
 
3.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모든 인물들 중 (예수님 외에) 누가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으며 왜 그렇습 
니까?         Who of all the characters mentioned in John (other than Jesus) had the most influence on 
you and why? 

 
 
 
4.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셨습니까?  
       In what ways has God met you through the Gospel of John.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What is His name? what shall I say to them? 
And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출애굽기Exodus  3:13b,14 NKJ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