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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에 붙인 별지 ‘제사’를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

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

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별지 

‘제사’를 가리키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가림막을 치우고 2-1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하나님께 제

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마 돈(데나리온)

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돈(세겔)으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 제물을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원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지요. 

이들은 명절이 가까워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오자, 비싼 

값으로 제물을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며 돈을 바꾸어주고 있었어요. 즉, 겉으로는 성전에

서 제사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돈

을 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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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를 보여주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

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

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이곳을 강도들이 

모인 곳으로 만들었구나!” (막 11:17)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

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려주셨어요.

2-2

1.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

어요.)

2.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3.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어
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세요. /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분이세요 등)

4.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려주셨어요.)

배움마당
정리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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