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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Luke 10:36-37)
Ćņ̆ƟǄť�
ɢȀ˟͡����������

누가복음 10:36-37

݃ৌӝ
Ice Breaker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공동체를 하나님나라의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십계명
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
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구성된 대 계명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주셨습니다. 대 계
명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 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의 이웃이 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ਕ٘
Keyword 새로운 가죽 부대  New Wineskin   新皮袋

ࣗѐೞӝ
Introduction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더욱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요,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좀 더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관
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상은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21세기 미국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한국 청소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21세기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은 사랑 어린 적절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신뢰에 대한 갈망은 그들을 이해
하면서 적절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하기에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에 대한 갈
망은 ‘헌신’, 안전에 대한 갈망은 ‘접촉’(touch), 목적에 대한 갈망은 ‘사명을 나누고 전해줌’, 들음에 대
한 갈망은 ‘진정한 대화’, 가치에 대한 갈망은 사려 깊게 선택된 ‘선물’, 관심에 대한 갈망은 ‘구체적인 도
움’으로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올바르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
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영혼의 유익을 항상 앞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೧ӝ
B o d y

1. 열방의 다음세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세대입니다.(누가복음10:30)
The next generation of all nations i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Luke10:30)
ԉᅨĀĪĂͳĄȮ໔ɢఓһĪ໔ϙվņĀșͳ뺯
ɢȀ˟͡�������

2. 열방의 다음세대는 강도당한 세대입니다. (누가복음10:30)
The next generation of all nations is the robbed generation. (Luke10:30)
ԉᅨĀĪĂͳĄ଼қ˓ඞĀșͳ뺯
ɢȀ˟͡�������

2.1. 옷이 벗겨진 세대  Stripped Generation  ᄚņᚧĀșͳ

 
2.2. 매 맞는 세대  Beaten-Up Generation  ᄀǙĀșͳ

 
2.3. 거의 죽게 된 세대  Half-Dead Generation  ͤǧĀșͳ

2.4. 버려진 세대  Forsaken Generation  ƻݺĪĀșͳ 

3. ‘새로운 가죽부대’가 ‘강도당한 다음세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9:17) 
‘New wineskin’ can contain ‘the robbed next generation’. (Matthew9:17)
qĥѱ॒rĻŘ̕q଼қ˓ඞĀĪĂͳr뺯
҈Ɩ˟͡������

3.1.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과 사역으로는 다음세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10:31-32)
We can’t contain the next generation with thoughts and ministries that are familiar with us. 
(Luke10:31-32)
āĶٺીĀĞʒŠƂʕƄʒ̕ĪĂͳ뺯
ɢȀ˟͡����������

3.2.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Base Camp,건물, 시설, 설비 등)를 세워야 합니다. (역대하32:28)
New hardwares (base camps, buildings, facilities, equipments etc.) need to be built up for 
the next generation. (2Chronicles32:28)
đħĪĂͳѳӐĥĀࢫɫ
ęǕؽ뺮Ӛ౩뺮ѳੌ뺮ѳ҄ǅ�뺯
֒ͳՠĪ�������

3.3.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예배, 사역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10:33, 5:37-39)
New softwares (worship, ministry programs, etc.) must be prepared for the next generation. 
(Luke10:33, 5:37-39)
đħĪĂͳѤ҄ĥĀݛɫ
̈́߯뺮Ƃʕƶޯǅ�뺯
ɢȀ˟͡����������������

3.4. 다음세대를 위한 휴먼웨어(남은 자, 나실인, 제자들, 지도자들)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9:17) 
Humanwares (remnants, Nazarites, disciples, leaders) must be prepared for the next 
generation. (Matthew9:17)
đħĪĂͳѤ҄ĉǊݛɫ
ĪĀĉ뺮΄ժĉ뺮ʠ֢ĉ�뺯
҈Ɩ˟͡������



당신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세대입니까? 강도당한 세대입니까? 다음세대를 담아 낼 하나님
의 사람입니까? 현재 당신의 영적인 방향과 위치를 나누어보고, 구비되거나, 회복되어야 할 부
분을 기도합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4. 열방의 다음세대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We must build up men and women of God who can contain the next generation of all nations. 
đѳӐĻŘ̕ԉᅨĪĂͳĀ̦͒Āĉ뺯

4.1. 각자의 영역에 충실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10:33,35) 
‘Man of loyalty and faithfulness’ in his own spher. (Luke10:33,35)
ćͨĢʠੜƀฑǰĀqฑࡄĀĉr뺯
ɢȀ˟͡����������

4.2. 다음세대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33)
‘Man of love’ stopping his own journey for the next generation. (Luke10:33)
ħĪĂͳӕĪםϳĀqıĀĉr뺯
ɢȀ˟͡�������

4.3. 다음세대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양육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34)
‘Man of nurturing’ pouring oil and wine upon the next generation. (Luke10:34)
ƈĪĂͳԧЅŠଡ଼ЌĀqѷآĀĉr뺯
ɢȀ˟͡�������

4.4. 다음세대의 롤모델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잡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34-35) 
‘Man of balance’: the role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with ‘spirituality’ and ‘intelligence’. 
(Luke10:34-35)
ǟħĪĂͳĀ۬ࣨ뻟҄qȡrŠqƢȡrĀqߴೠĀĉr뺯
ɢȀ˟͡����������

4.5. 다음세대의 롤모델로 ‘전문성’과 ‘인격’을 겸비한 ‘균형잡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34-35) 
‘Man of balance’: the role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with ‘professionality’ and 
‘character’.(Luke10:34-35)
ǟħĪĂͳĀ۬ࣨ뻟҄qʗˡȡrŠqĉϜrĀqߴೠĀĉr뺯
ɢȀ˟͡����������

4.6. 다음세대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34-35, 27, 37)
‘Man of discipleship’ who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for the next generation. (Luke10:34-35, 27, 37)
ĩħĪĂͳqޚŜͳ͍rĀqѳӐĉĀĉr뺯
ɢ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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