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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017년 누가복음 제 16 강
말씀 / 누가복음 9:18-36
요절 / 누가복음 9:20

하나님의 그리스도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18)?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19)?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20,21)?

 

2. 예수님은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까(22)?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합
니까(23)?

3.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24,25)?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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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4. 예수님은 세 제자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28,29)?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
가 나타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30)? 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5.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에 대해 말했습니까(31)? 이 영광스런 광경을 본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32,33)?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6. 베드로가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34)?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35,36)? ‘너희는 그
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