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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
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V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
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020년 마태복음 제 15 강
말씀 / 마태복음 9:18-38
요절 / 마태복음 9:28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1. 예수님께 나아온 한 관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18,19)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20-22) 그녀의 믿음을 인정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2.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비웃었습니까?(23,24) 죽은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25,26)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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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
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
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V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해주셨습니까?(27-31)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게 되었습니까?(32,33a) 이에 대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33b,34) 

4.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35,4:23)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36) 예수님은 제자
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3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