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빛 

예수 그리스도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8/3/2018 

  
 1. 오늘 본문 요한복음 9 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누구의 (  ) 때문에 그가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2. 이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        )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 (3 절)이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   )이다” (5 절)라고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3.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         )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비록 육체의 눈은 볼 수 

없이 태어났고 지식도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보게 되는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4.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로 “예수라는 사람이” 

(11 절)라고 하다가,  자신의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은 

예언자” (17 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33 절)이라고 합니다. 

그후에 예수님과 얘기를 더 나눈 후에야  예수님을 자신의 (     ) 

(38 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5. 이 본문 처음에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저런 

고통을 겪을까 논의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를 

고통에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      )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로 오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     )가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6. 우리 각자는 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누어 봅시다.  

 

 

 

7.  구약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 봅시다. 

- 몇권으로 되어 있지요? 

- 구성성경을 나누면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 구약성경을 쓴 저자들의 국적과 배경과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1 

 

요한복음 1: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9: 2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 . . 3 . . .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38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요한복음 9:41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혼란과 상처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8/3/2018 

  
 1 오늘 본문 요한복음 9 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2 이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 (3 절)이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5 절)라고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3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비록 육체의 눈은 볼 수 

없이 태어났고 지식도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보게 되는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4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로 “예수라는 사람이” 

(11 절)라고 하다가,  자신의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은 

예언자” (17 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33 절)이라고 합니다. 

그후에 예수님과 얘기를 더 나눈 후에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38 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5 이 본문 처음에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저런 

고통을 겪을까 논의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를 

고통에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로 오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6 우리 각자는 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누어 봅시다.  

 

 

 

9.  구약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 봅시다. 

- 몇권으로 되어 있지요? 

- 구성성경을 나누면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 구약성경을 쓴 저자들의 국적과 배경과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수님을 만나다 1 

 

요한복음 1: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9: 2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 . . 3 . . .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38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요한복음 9:41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신약성경에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혼란과 상처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