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3호(516)  2020.6.7. 

1. 한나/리브가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화요일 오전 10시

2. 유니아/사라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3.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5/27 수요일 저녁 7시

4.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신청자 모집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기초반 12주)

5.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반 온라인 개강) 화, 목 오전 7시 30분

6. 부고

지난 5월 31일 주일 유근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故 조명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기도와 메시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 (월) 신명기 2:7-15 욥  기 22-28 

6/09 (화) 신명기 2:16-25 욥  기 29-32 

6/10 (수) 신명기 2:26-37 욥  기 33-36 

6/11 (목) 신명기 3:1-11 :욥  기 37-39 

6/12 (금) 신명기 3:12-22 욥  기 40-42 

6/13 (토) 신명기 3:23-29 시  편 1-10 

6/14 (주) 주일설교본문 시  편 11-1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36장 …………………………… 다함께 

 교 독 문 ………………… 20번 (시편 91편)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가복음 2장 23절 ~ 3장 6절………………    다함께 

말씀강해 …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344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 (사사기 3장 12-30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23절 ~ 3장 6절 
 

 
 

◆ 서론. 쉼이 필요한 우리들 

 

◆ 본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1. 사람을 위한 안식일 

1) 밀밭에서 이삭을 자른 제자들이 비난 당함 

2) 바리새인들은 율법준수에만 혈안이 되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3)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음을 가르치심 

4)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심 

 

 

2.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 

1)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송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2)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음을 가르치심  

3)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아 있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죽임 

본래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 

 

 

◆ 결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 루즈벨트의 안경>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그는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

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

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쉬렌크라는 청년이 그

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

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괴한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에 맞고 방

향이 굴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기던 안경이 그의 목숨

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짐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때

로는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루즈벨트의 안경’ 

같은 무거운 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짐이 때로

는 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