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도문을 읽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구별하신 주일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

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습니다)  

추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남서울찬양 325), 새찬송가 545장  

●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읍시다.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마가복음 2:1-12

● 가족이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1)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나의 믿음은 어떤지 이야기해봅시다.

2)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

리 사방에 퍼졌습니다(1장28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도 사방

에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1장45절). 본문에는 예수께서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문 앞까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사

람 중에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와 은혜

를 입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것이 가능했을까요?

중풍병자를 침상 채로 메고 온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에 가로막혀 예수께 중풍병자를 데

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께 나아갈 방안을 궁리

했는데, 그것은, 지붕에 올라가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

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통

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것이 만만치 않았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더더욱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감수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러자 

5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들의 어떤 면을 ‘믿음’이라고 여기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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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말씀 나눔  (가장 혹은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읽으세요.)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만이 이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

일한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예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리

고 그 확신과 열망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중

풍병자를 메고 와서, 앞에 놓인 난관과 장애물에 낙담하지 않고 병자가 예수를 대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를 뵙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행함에 대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5절下).

병 고침을 원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결정적인 ‘죄’ 문제

를 해결해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해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10절).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주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

에서 나가거늘...”

중풍병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해져 자신이 실려 온 병상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였던 사람은 예수께 나아와 원하던 육신의 온전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욱 값진 영혼의 깨끗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통로가 된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치료해주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난관을 뚫고 예수께 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

엇인지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께만 답이 있다는 앎(지식)과, 그렇기에 예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

한 소원(전적 동의), 그리고 몸을 움직여 예수께 나아오는 행동(순종을 통한 행함)이라는 

세 요소를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면 죄를 용서해주시고, 문제의 

해결과 답도 허락해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

아야 하겠습니다. 희미해진 초점을 다시 예수께 맞추고,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도록, 말씀을 펴는 시간을 고수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통로가 되어 봅시다. 문제의 해

결 뿐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코로나 상황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은혜 

덧입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혹은 대표자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주기도문)로 예배를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