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n Step 3강 지상의 물과 영생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

말씀 / 요한복음 4:1-18
요절 / 요한복음 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 예수님은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까(1-3)? 예수님은 어디로 통과하
셔야 하셨습니까(4)?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2. 예수님은 어떤 곳에 도착하셨습니까(5-6a)?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6b)? 때
가 몇 시였습니까(6c)? 이때 누가 물을 길러 왔습니까(7a)?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
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a.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
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3. 예수님과 이 여인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했습니까(7b,8)? 여인은 예수님께 왜 반발했습니까(9)?
7b.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
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4.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으며 그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습니까(10)?
여인은 생수를 무엇으로 오해했습니까(11-12)?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5.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물이 지상의 물이 아님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13-14)? 예수
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조 요6:35, 7:38,39)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15)?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
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
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6. 예수님은 여자에게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16)? 여자는 왜 남편이 없다
고 대답했습니까(17)?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셨습니까(17b-18)?
왜 이렇게 남편 문제를 드러내셨을까요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