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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아들
The Naughty Son
L E S S ON 8

REFERENCES: LUKE 15:11-22; CHRIST’S OBJECT LESSONS, PP. 198-211.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나요?
그래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요?

어

떤 마을에 항상 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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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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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 How
did you
feel about
what you

had done? Did you wonder if they would

다. 어느 날 아들은 집을 멀리 떠나서
still love you?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

J

esus told a story about a

지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son who
didn’t like his
father’s rules, so he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
decided to
leave home.
He went to his
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계속 고집
father and asked for money. His

father
을 피우자 하는 수없이 아들에게
didn’t want

기 억 절 Memory Verse

많 은 him
돈 to
을go away, but the son was determined to go. So the father
gave him money, and the son left home to live the way he wanted

“You, Lord, are 주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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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즐기시며”
아들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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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를
to forgive.”
PSALM 86:5, NKJV.
(시편 86:5)

중심생각 The Message

new friends. He paid for parties for all his friends. But when he had

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spent all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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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friends
left him. 그를
They weren’t
his friends잘 곳도
anymore. Without money or friends, the boy had no place to stay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God is always ready먹을 음식도
and no food to eat.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to forgive us.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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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일은 돼지 우리를 청소
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냄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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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절 외우기

나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

gry, so he began to look for a job. But the only job he could find was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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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ribl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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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s so hungry, he even thought about eating the pigs’ food!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용서해주시지 않아도 그 부탁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

o think about his father and his home. No one at his father’s home lived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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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86편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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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ants who were
paid
to work
for his 갔습니다.
father had plenty to eat. The son

haven’t been a very good son. I don’t deserve to have my father take me back.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서

e a job working for him. I’ll go back and ask my father to let me be one of his

색칠하기

집을 향해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돼지 그림을 색칠해보세요.

무엇을 먹나요?

he filthy pigs and their smelly food, and he began the long walk back to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이 되겠다는 아들을 용서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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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ut his father
w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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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He hugged
and kissed
his son.
He

bring the best clothes and shoes for his son. Then he told the servant to
to prepare a party to welco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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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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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5:8-10,
실물교훈 192-197

참고서적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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