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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15 강
말씀 / 누가복음 9:1-17
요절 / 누가복음 9:13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을 무슨 목적으로 내보내셨습니까(1,2)? 예수님은 왜 여행을 위해 아무 것도 가
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3)?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4-6)?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3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

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2. 헤롯은 왜 심히 당황했습니까(7,8)?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9)?
7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

다고도 하며  
8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

라  
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

자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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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엇을 했습니까(10a)? 무리들은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10b,11a)? 예수님
은 이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11b)?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
셨으나  

11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
은 고치시더라  

4.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도들은 무리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12)? 예수님은 이런 그
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13a)?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b,14a)?

12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
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4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14b,15)?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까
(16a)? 무리들은 얼마나 배불리 먹었습니까(16b,17)? 오병이어로 오 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
이십니까? 

14b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15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