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휴스턴 서울교회/2020 년 1 월 17 일  

마태복음 8:23-9:17 

 

1.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 8.23-27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8 장 9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인데, 예수님이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신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 자연까지도 

복종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2.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8.28-34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라는 곳은 이방인들의 

10 개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의 하나로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 사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에게서 놓여나게 해 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29 절). 그들의 요청으로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이 바다 속으로 빠져 죽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돼지떼를 

잃고 겪게 된 손실에만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 달라고 하게 됩니다.  

3.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9.1-8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이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27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34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4. 마태를 부르시다: 9.9-13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일도 9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긴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함을 

몰랐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며, 과다한 세금을 강탈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배척하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마 

18:17).  

*호세아 6:6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때문에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의식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5. 금식 논쟁: 9.14-17 

 

 

 

 

 

 

유대인들은 자선과 기도와 함께 금식을 중요한 경건의 행위로 여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12).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 잔치의 신랑에 비유하면서,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2-14 에서도 예수님은 혼인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성을 잃어서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되면 그 부대가 터지고 그로 인해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려서 잃게 된다는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새 포도주는 탄력성을 잃은 오래된 

가죽 부대같은 옛 틀과 옛 관습에 담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