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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앞에 ‘예수님’ 막대 인형을 대고 보여주며) 예수

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어

요. 제자들을 보내고 모여 있던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예

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가림막을 제거하고 16-1을 보여주며) 새벽이 되자 바다

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타

고 가던 배는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리고 

높은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와 

금방이라도 배가 물에 잠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막대 인형을 뒤쪽이 보

이도록 하여 배에서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며)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는 분은 누구실까

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소리쳤어요.

“으악, 유령이다!” 

그러자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온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막대 인형을 돌려 앞면을 보여주며)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

어갔어요. 물론 물 위를 걸어서 말이에요.

16-1  

신약1 유년T 말씀마당 본문.indd   82 2020. 3. 6.   오후 5:25



16-2

신약1 유년T 말씀마당 본문.indd   85 2020. 3. 6.   오후 5:25



(16-2 옆에 ‘예수님’ 막대 인형을 두고)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친 파도를 보자 너무나 두려

워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거친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의심했던 베

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예수님’ 막대 인형을 베드로 쪽으로 이동하며)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

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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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

고 있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마 14:33)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

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

들을 구해주셨어요.

16-3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거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잠길 것 같은 위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거친 바람과 파도로 위험에 빠진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말았어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 거친 파도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1.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이 멈추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2.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나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3.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배움마당
정리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신약1 유년T 말씀마당 본문.indd   86 2020. 3. 6.   오후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