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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9:18-26 어느 지도자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자   
 
 
 
 

 

 
 

• 이번 목장 성경공부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선적으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18 절에서는 지도자라고 언급이 되지만 마가 복음과 (막 5:22) 누가 복음은 (눅 8:41)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명시합니다. 마가와 누가 복음은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은 

죽었다고 기술합니다. 약간씩 다른 서술 관점을 봅니다.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아버지의 믿음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첫 

기록입니다. 11 장 5 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야 이심을 넌지시 

이야기 하실 떄,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일을 언급하십니다.  

• 비슷한 믿음이 혈루증 여인에게서도 보입니다. 12 년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수많은 노력이 

허사였던 상태에서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보고 재산도 없앴지만 효력이 

없었다고 적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22 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제로 믿음이나 예수님의 옷자락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27-31 눈 먼 두 사람이 고침을 받다   

 

 

 

 
 
 

•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두 장님의 행동에서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뒤따라' 옵니다.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야)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0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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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사야 29 장 18 절은 메시야의 사역이 귀머거리를 고치고 눈 먼 봉사를 뜨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눈 먼 사람을 뜨게 하였다는 기록은 구약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32-34 말 못하는사람을 고치시다 

 

 

 

 

• 8 장 28 절에서 귀신들린 사람이 너무나 사나왔다고 적고 있는 반면에 이번 구절에서는 귀신이 

한 사람을 말 못하게 하였다고 적습니다. 귀신들린 결과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는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는데도, 바른 시선을 갖지 못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렸다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9:35-38 목자없는 양 

 

 

 

 

• 마태는 8 장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9 장을 마무리 

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목자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며 그 저변에는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사야 40 장 10-11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편 23 편도 하나님을 목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4 절은 

오시는 메시야가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면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 예수님은 마지막에 추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무리이지만 이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시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주인’ 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장에서 

열두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여행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32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38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 

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