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NE STEP 6 강

38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1-9 

요절 / 요한복음 5:8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건 :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다. 

† 의존심, 패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적이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자.

† 38년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1. 때와 장소를 말해 보시오(1,2).

☞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2번째 표적을 행한 후에 유대인의 명절(아마 부림절(요6:4)이거나 

맥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이

르셨다. 

양문(羊門,sheep gate) :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9개 문중의 하나로서 성전 제물로 사용될 양

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알아보자.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12세 이상)은 유월절(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

렘에 올라가야만 했다. 

신16:16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 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

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명칭(종교력) 의식 및 규례 목 적

유월절
(1월14일)

① 유월절 4일전에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잡아 쓴나물과 누룩없는 떡을 먹음

② 무교병을 이날 부터 7일간 먹어야 하므로
무교절이라고도 함

③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

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
②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들의 집을 넘어 지나갔다(pass
over)는 것을 의미

무교절
(1월15일)

① 7일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께 화제 드림
②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로 모였고 노
동을 금지

①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의 고
통을 기억

수전절
(9월25일부터
8일간)

① 축제일마다 1개씩 더 밝혀가면서 도합 촛불
8개를 밝히게 되는 의식이 있어 광명제, 촛
불제라고도 함

② 성전에서 지내는 동안 할렐(노래의 일종)을
부르면서 즐거워 함

① 유다 마카비가 B.C. 165년경 셀류쿠스 군
에 승리한 것과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
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을 재
건, 성전 제단을 깨끗이 하여 재봉헌한 것
을 기념

부림절
(12월 14,15일)

① 이달 13일은 에스더가 왕앞에 나가기 전에
행한 기도와 금식을 기념하여 ‘금식하는 날’
로 지켜짐

② 14일은 ‘모르드개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저
녁부터 회당에 모여 소위 다섯 두루마리 책
중 하나인 에서더서를 낭독

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바사 총리대신 하
만의 궤계로부터 모르드개의 지혜와 에스
더의 영웅적 행위로 인해 유대인들이 구출
된 것을 기념

칠칠절,맥추절
오순절

(무교절 기간중
첫 이삭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① 모맥을 거두는 때이므로 맥추절
② 유월절 축제 때 보릿단을 바치고 난후 50일
만의 절기이므로 오순절

③ 소제와 함께 번제와 속죄제를 아울러 드림
④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함
⑤ 모든 수확물은 첫 열매를 바친 뒤에야 먹을
수 있음

⑥ 누룩이 든 떡 두덩이로 요제

①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밀추수의 첫 소

산을 바치고 봉헌하기위한 것
②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것
을 기념하는 뜻으로 지켜짐

③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부터 추수제에서
성령강림제로 의미가 이해됨

장막절,수장절
초막절

(7월15일부터
1주일간.

8일째는 안식의
날로 절기의
절정)

① 7일간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출애굽 후 광
야의 장막생활을 기념함

② 7일동안 화제를 드리고 팔일째는 절기의 마
감을 기념하는 대성회로 모임

③ 1년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기를 다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이므로 수장절이라고
도 함

① 출애굽후 광야생활중 인도, 보호해 주신 하
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

②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칠때 감사와 기쁨으
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



2. 못가에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3)?

☞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자(마비증상이 있는 자)들이 누워 

있었다. 

베데스다 못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다. 폭이 50～67m, 길이는 96m의 연못으로 주

변에는 기둥으로 지붕을 받친 행각이 다섯 개 있었다. 이 다섯 개의 행각은 각각 연못 네 귀퉁

이와 연못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에 모인 병자들은 당시 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자이거나 만성적인 고질병자들이었다. 요

즈음으로 말하면 암이나 백혈병, 에이즈, 만성간염, 심장병, 당뇨병, 치질, 악성무좀 등에 걸린 

병자들이었다.  

3. 그들이 바라는 바 소망이 무엇입니까(4)? 이곳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 그들은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바라

고 삶을 포기치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물이 동

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천사의 활동이나 간헐천의 용천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학자

들은 이를 미국 옐로우 스톤 공원에 있는 유명한 간헐천과 같은 온천으로 보고 있다.

☞ 이곳은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과 같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절망과 패배감과 무기력이 병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4. 베데스다 못가의 상황은 인간사회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점에서 한계

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볼 때 인간사회의 비극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 베데스다 못가와 인간사회의 공통점

, 병든 사회

베데스다에는 각종 불치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처럼 인간 사회도 여러 가지 불치병들로 고

통하고 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현대사회를 가리켜 “병든사회”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모두 병이 있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이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절제

력 상실, 정신분열증, 신경증, 폭력, 약물중독, 성적타락 등이 심해져간다. 이렇게 병든사회에

서 살다보니 모두 병들었다. 병때문에 슬프고 우울해지고 한계적인 인생을 살 수 밖에 없게되



. 

로마서 5: 6,8,10절은 죄로 인해 처하게 된 인간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아

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간들을 위해 베데스다 못 가와 같은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다. 병들고 

소외되고 쓸모없게 된 인생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

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롬 3:25). 예수님은 이 시대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습니다(마2:17)

롬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막2:17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 경쟁 사회 

베데스다 못가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고침받는 한계 때문에 

원치않게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병을 고침 받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이곳에 왔

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함으로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우리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

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니체는 '초인사상'을 외쳤다.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위는 필

요 없다. 인간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의 위대함을 알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나 목소리에 불과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도 인간의 한계상황 앞에서 스트레스를 감당하

지 못하고 말년에 정신병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병폐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의 특징은 절대의미 추구의 불가능성, 불확실성, 두려움과 불안, 부조리

와 혼란, 무의미, 무질서, 우연성, 자아상실, 정신분열, 권태, 구원자의 부재 등이다. 이는 인간

의 이성과 과학의 힘을 믿고 역사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갖던 모더니즘 사상이 붕괴됨

으로써 20세기 말 인류 전반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 없



사회의 특징을 말해준다. 

☞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들의 한계는 

첫째, 물이 가끔 동한다는 것이다. ‘가끔’이란 말은 ‘불확실한 기회’를 말한다. 아마 베데스다 

못은 수 십년 된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잊어버릴만하면 한번씩 동하는 아주 감질나는 못

이었던 것 같다.

둘째, 동한후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

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때로는 인간적 동정심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 불

쌍히 여기며 상부상조하기도 하였다. 인류애를 주장하며 휴머니즘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물

이 동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낫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 되고 무정하고 무자

비하게 되어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딜레마이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로 휴머니즘, 인도주의를 외치며 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남

기위해서는 경쟁하고 남을 짓밟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선이나 자비를 행하

려고 해도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마는 휴머니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5.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병자는 어떤 자입니까(5)? 그는 어떤 점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

습니까?

☞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는 베데스다의 최고참이요 베데스다 역사의 산증인이었

다. 

그는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냄새가 지독하였으며,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휑하게 들어가 

마치 해골과 같았다. 살은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는 삶의 의지나 희망을 상실한 채 38년 동안 

누워있었다. 

☞ 그는 처음에 병을 고침 받고자 한두 번 시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실패로 인해 마

침내 포기하고 드러눕고 말았다. 그는 삶의 의지와 희망도 없고 낫고자 하는 소원도 상실하였

다. 사람이 vision을 잃으면 오그라들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한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원을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뭇별을 보여 주시며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소원을 심으셨다. 언약궤 앞에 새우잠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사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라'는 거룩한 소원을 심으셨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를 부르셔서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Working Zion' 의 비전을 심으셨다. 이 소원을 잃지 않



때 그들은 위대한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소원을 잃지 않을 

때 이 시대를 밝힐 위대한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것이다.  

6.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6)?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

셨다. 

첫째, 예수님은 그 병자를 찾아오사 그의 누운 것을 보셨다.

보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다.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병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예수님은 그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포

자기한 상태로 있음을 아셨다. 아셨다는 것은 옳게 판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한 아

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체휼하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자 하셨다. 깊

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이유는 

, 그가 나음 받아야 할 고질병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이다.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

으려고 하는 자이다.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힘든 것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바로 죄로 인해 깊은 영혼의 병을 앓

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네가 낫고자?" 이는 진정 낫고 싶은 소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이 있어

야 한다. 영적 소원은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동화성(同化性)이라는 병

이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심한 죄의식이 생겨 괴롭지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죄에 동화되어 죄책감도 없이 용감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면역이 되어 불감증환자가 된

다. 이와같이 누워있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누워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어나는 것

이 귀찮게 된다. 자연히 낫고자 하는 소원을 상실하게 된다. 

삶에 대한 소원이 없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딤전5:6).

딤전5: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감옥의 사서를 맡았던 한 노인은 젊었을 때는 석방되는 것

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50년 이상 감옥 안에서 길들여지자 막상 석방되었을 때는 사회

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다.



)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주인공인 로렌조 오도네는 7살 때 '뇌내백질 위축증'(A.L.D)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았다. 이 병은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유전인자를 통해서 아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다. 이 병원 

인자가 있으면 5살에서 10살 사이에서 발병하는데 포화다지방산의 일부가 뇌세포의 신경 조

직에 작용하여 신경 활동을 저해하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신경과민 현상이 나타나다, 귀, 

눈, 입, 사지의 활동이 저하되고 2년 내에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부모들

은 어찌하든지 아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연구하여 의사도 못한 식이 요법 치

료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이다. 이 '로렌조 오일'을 

통하여 '뇌내백질 위축증'에 걸린 어린 아이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

, 이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가능성을 주시는 말

씀이다. 

이 말씀은 네가 마음만 먹으면 고질병에서 고침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어떤 자도 결코 포기치 않으신니다. 희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꺼

져 가는 심지와 같은 이 사람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예수님 안에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예) "그래도 나는 삶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빅토르 프랑클 씨는 유대

인 정신과 의사로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감 속에서 죽어갔다. 그러나 그는 어떤 모습으로든 살

아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견뎠다. 그 결과 그는 살아남게 되었다.

예)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다.

7.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무엇이라고 불평했습니까(7)? 이 불평을 통해 볼 때 그의 내면문

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이 먼저 내려가나이다”하며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다. 병자는 감사할 줄을 몰랐다. 감사치 않

는 것은 교만과 함께 죄의 뿌리이다(롬 1:21).

롬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 그의 내면문제는 의존심과 패배주의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의존심 : 의존성 성격 장애자(dependant personality disorder)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신체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의존심이다. 의존심은 사람을 비참하

게 만든다.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자립적이고 개척적이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환경이나 인간에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전능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자립이란 independence로 이는 

dependence on God의 준말이다. 그러므로 자립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창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헬렌켈러 :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로서 가장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

로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명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4선 대통령 루즈벨트 : 소아마비환자였지만 믿음으로 인간조건을 극복하여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되었다. 뉴딜정책으로 미국을 대공황에서 건지고 2차대전의 소용돌이속에서 고

통하던 세계영혼을 구원하였으며 미국과 자유진영에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

다. 

한국의 복음송 가사를 많이 만들어 보급시킨 송명희 시인 : 그녀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

았다. 예수님께서 그녀 곁으로 돕는 자로 오셨다. 그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 걸었다. 

물론 육신으로는 걷지 못했지만 그 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주옥같은 시들을 쏟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돕는 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

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거스틴 : 청년의 때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는 마니교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자

신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예수님께

서 돕는 자로 오셨고, 로마서 13:14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패배주의 

그는 수없이 낫고자 시도를 했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경쟁에서 패배하였다. 그는 여러번의 

실패로 인해 “나는 해도 안된다”는 패배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패배주의는 체험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 그래서 도전해보기도 전에 “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패배주의 때문에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

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었다.

8.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8)?

☞ “일어나 네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헬라어성경) “일어나라”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음.

이는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요 베데스다 불치병자에게 임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음

성이다. 예수님은 그가 일어나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명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자리는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패배자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

요, 일어서기를 포기해 버린 체념의 자리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

셨다.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실패와 절망과 체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한다. 

둘째는, 네 자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어야 할 자리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질

병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면 기뻐하고, 하

루라도 무관심해 하는 날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

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아 줄 사람이 없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도 나의 인생을 

언제까지나 책임져 줄 수는 없다. 자신의 인생은 결국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온 그에게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들고 일어나라

고 명령하신 것이다. 

셋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비정한 사회인 베데스다를 원망하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베데스다는 

이제 그 인생의 전부와 같이 느껴졌다. 그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38년 동안이나 뒹굴며 허송 세월을 보내던 베데스다를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예)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은 압제자의 채찍 아래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 현

실에 대한 슬픔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지냈다. 그들은 패배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사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9.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9)? 그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습니

까?

☞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그는 의존심의 돗자리, 불평의 돗자리, 패배와 운명의 돗자리, 무기력의 돗자리를 들고 당당

히 걸어갔다. 

히4:12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는 지금까지 저주받은 존재요, 쓸모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운명

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10.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오셔서 38년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

까?

☞ 예수님은 섬기기 어려운 38년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의 영혼문제를 이해하시고 의존심

과 패배주의를 깨시고

자립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 

,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꺽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마12:20)

마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

지 하리니 

둘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은 시체와 방불한 38년된 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요5: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셋째, 근본문제의 치유자 예수님

그것은 모든 인생문제의 해결은 베데스다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

리의 모든 인생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

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도 없고, 제한

도 없고, 자격 조건도 필요 없다. 1등만 아니라 꼴찌에게도 이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말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 당신에게는 어떤 고질병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의존심과 패배주의 등의 고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자립적이고 개척

적인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어나 

걷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

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절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공동번역

1절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절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절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

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절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먼저 

못에 들어 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절 그들 중에는 삼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7절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 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절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절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표준새번역

1절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개

의 행각이 있었다.

3절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

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절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5절 거기에는 삼십팔 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6절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

시고는 "낫고 싶으냐?"하고 물으셨다.

7절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

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8절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하시니,

9절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NIV

1절 Some 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2절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3절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4절 Do not exist

5절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

6절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7절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8절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9절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NKJ

1절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2절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ches.

3절 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절 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time into the pool and stirred up the water; 

then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 of 

whatever disease he had.

5절 Now 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thirty-eight years.

6절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already had been [in that 

condition]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7절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8 Jesus said to him,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9절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that 

day was the Sabbath.

NRS

1절 After this there was a festival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2절 Now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there is a pool, called in Hebrew  

Beth-zatha,  which has five porticoes.

3절 In these lay many invalids -- blind, lame, and paralyzed.

4절

5절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ill for thirty-eight years.

6절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been there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7절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and while I am making my way, someone else steps down 

ahead of me."

8절 Jesus said to him, "Stand up, take your mat and walk."

9절 At once the man was made well, and he took up his mat and began to walk. Now 

that day was a sabb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