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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26 강
말씀 / 누가복음 17:1-19
요절 / 누가복음 17:6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1.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1,2)?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3)? 특히 용서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4)?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
다  
2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 나으리라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
하라 하시더라  

2. 사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5)?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6)? 믿음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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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종들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하고서도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7-9)?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
한 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10)?

7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
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
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4. 나병환자 열 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무슨 간청을 했습니까(11-13)?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
셨습니까(14a)?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14b)?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5. 열 사람 중 누구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15,16)? 예수님은 무엇을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17,18)?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19)?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