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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
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
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
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V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
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
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
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2020년 마태복음 제 18 강 
말씀 / 마태복음 12:1-21
요절 / 마태복음 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1.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합니까(1,2)?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해주십니까(3-6)?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일

의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해주며,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7,8)? 

2.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9,10)?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옳다고 하십니까
(11,12)?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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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
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42:1-4 1.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V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14)?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4-16)? 이는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까(17)? (참조 사42:1-4) 

4.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18-21)?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
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