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눅 8:22-25                                                                             3. 22. 20 주일 설교  

22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

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1. 지난 주 Review 

 

∙하나님의 마음 - 사 5:4,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씨 뿌리는 비유  

 

  -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 열매 X, 구원 X  

    좋은 밭 = 열매 O, 구원 O 

 

 

Q)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 

 

 

2. 말씀 속으로 

 

 1) 제자들의 믿음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Q) 배에 오르신 시각은 언제?  

     

          막 4:35, “그날 저물 때에... ”  

 

       - 제자는 알고 / 이해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믿고 가는 자다.  

 

 

   “...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   

 

      Q) 호수 건너편 어느 마을로?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제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2) 제자들의 믿음의 뿌리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Q) 예수님은 왜 잠이 드셨을까? 

 

   

  “...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cf) 시 107편 25-27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Q)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cf)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 이야기(왕상 18-19장)  

             “..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왕상 19:4) 

 

 

3) 예수님이 꾸짖으시다 

∙24절,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 “꾸짖으시니”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는 도구다.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 뜨리려 한다’ 

 

 - 예수님은 깨울 때까지(구하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cf) 대하 7:13-14,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cf) 막 4:40,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3. 결론 

 

 시 107:29-30,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