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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드로, 물 위를 걷다
본문: 마태복음 15:28-33 (22-33)
(요 6: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 기적을 경험하려면?
I. 기적을 (              ) 한다
(마 14:28)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 믿음은 의지의 표현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II. 주님의 (            )이 있어야 한다
(민 9:21-22)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22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걷혀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III. 기회를 주시면 (             )하게 행동하라
(마 14:30-31)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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