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눅 6:1-11                                                                               1. 5. 20 주일 설교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니라 하시더라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1. 예수님은 누구신가 Ⅰ 

 

∙예수님을 감시하고 염탐하는 사람들 

  눅 5:17,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1)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눅 5:20,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눅 5:21,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눅 5:24,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2) 정결하게 하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눅 5:30,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눅 5:33,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눅 5:32,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2. 예수님은 누구신가 Ⅱ -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1) 안식일의 첫째 이야기 - 6:1~5절  

 

∙사건 배경 -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cf) 마 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신 23: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일이 문제가 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Q) 하나님은 왜 안식(쉼)하셨을까?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 5:17,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막 2:27, “..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선포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cf)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2) 안식일의 둘째 이야기 - 6:6~1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7절, “..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  

  10절, “...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Q) 누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 사람인가? 손 마른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3. 결론 

 

Q) 안식일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