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8/31/2018

예수님을 만나다 2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죽어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거듭남
새 생명

영생

1.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누구든지 (
물과 (

)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 절)고 하십니다.

)으로 (5 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2. 민수기 21 장 9 절: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모세가 기둥에 들어 올린 구리뱀을 보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

)에 들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

)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3.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적어보세요.

4. (

)은 우리를 (

)하셔서 (

)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5. 여러분은 예수님을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쳐다보고
믿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요한복음 3: 3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5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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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만나다 2
거듭남
새 생명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죽어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1.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 절)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5 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2. 민수기 21 장 9 절: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모세가 기둥에 들어 올린 구리뱀을 보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 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3.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적어보세요.

4.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5. 여러분은 예수님을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쳐다보고
믿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요한복음 3: 3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5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