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1)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 ~ 37절

1) 율법사 :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

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여 놓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보고는 모른

체 피해 갔다. 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았으나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은 유

인과 원수처럼 여기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죽게 된 유 인을 보고는 불쌍

히 여겼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

막집에 데려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고 맡기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소’

하고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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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나요? 만난 사람들을 순서 로 적어보세요.

2.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준 사람은 누구 나요?

3.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체 하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              )

가. 죽게 된 사람이 불쌍해서

나. 유 인을 사마리아인으로 착각해서

다. 보는 사람이 없어서

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4. 유 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유 인을 보고 도와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고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하나나님님께께서서는는 우우리리가가 주주님님의의 사사랑랑으으로로 서서로로 사사랑랑하하고고,, 그그 사사랑랑을을 다다른른 사사람람들들에에게게 전전하하기기 원원하하십십니니다다..

1.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 골라 보세요.

나를제외한모든사람이내이웃이될수있습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형제자매들이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

�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 우리 혼이 건강해져요.

3.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적어 보세요.

제목 : 내 이웃을

내 이웃의 이름 :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

언제 할까?

도와주고 나서 느낀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