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관찰(Taste and See) 1

Why are the Pharisees angry 
with Jesus’ disciples(2:23-24)?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
를 드시나요?(2:25-26)



(막 2:27, 새번역) 안식일이 사람
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
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Mk 2:27, ESV)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마 12:7, 새번역) ㉢'나는 자비를 원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
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
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
을 것이다. / ㉢호 6:6

(Mt 12:7, ESV)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막 2:28, 새번역)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Mk 2:28, ESV)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적용(Chew on This) 1

What does the Sabbath mean to 
you?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2:27)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
미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관찰(Taste and See) 2

Why does Jesus heal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on the 

Sabbath(3:3-4)?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
을 고발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
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

떻게 하시나요?(3:3-5)





(막 3:4, 새번역)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
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
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
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
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Mk 3:4, ESV) And he said to them, 
"Is it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harm, to save life or to kill?" 
But they were silent.



(막 3:5, 새번역)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
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Mk 3:5, ESV) And he looked around at 
them with anger, grieved at their hardness 
of heart, and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restored.



(막 3:6, 새번역) 그러자 바리새파 사
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
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
를 하였다.

(Mk 3:6, ESV) The Pharisees 
went out and immediately held 
counsel with the Herodians 
against him, how to destroy him.



적용(Chew on This) 2

What can you do to ensure that 
you enjoy the Sabbath the way 

God intends?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
며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