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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
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V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
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
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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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어디로 가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까(1,2)? 그 때에 누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습니까(3)?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베드로는 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을까요(4)? 말할 때에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5)? 제자들
의 반응이 어떠했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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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라 하시니 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
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인 줄을 깨달으니라 

V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
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
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
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3.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9)? 제자들은 어떤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까(10)? 예수님은 엘
리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11-13)? 

4. 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까(14-16)? 예수님은 왜 탄식하셨습니까(17)?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8-20)?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