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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V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
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V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
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
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V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
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V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
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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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1. 한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18,19)?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20)?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

엇입니까? 

2.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21)?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까(22)?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3.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까(23,24)? 큰 놀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
입니까(25,26a)?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26b,27)? 

4.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28)?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29-31)? 이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32)? 

 

5.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까(33,34)?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귀신들린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상에서 바람과 바다와 귀신들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