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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Step 6 강

찬송가 386장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 요한복음 5:1-9 

요절 / 요한복음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ㅇ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loser 중 loser임, 노력해도 안 되는 꼴찌)을 찾아오

신 예수님

   절망과 패배주의를 이기는 방법, 경쟁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1. 때와 장소를 말해 보시오(1,2). 베데스다 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3)?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

임을 기다리니

ㅇ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주요명절로 부림절(3월), 유월절(4월), 칠칠절(5

월), 초막절(10월), 수전절(12월)이 있다. 그중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유

대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본서에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등은 명칭이 분명히 나오므로 나오지 않은 명절인 칠칠절(오순절)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신약의 오순절 - 성령강림절, 교회가 세워진 절기, 제자들이 무기

력에서 일어난 절기

ㅇ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베스다 연못가 다섯 행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에 여러 개의 성문(마문, 어문등)이 있고 그중에서 양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북쪽 함메마 망대 근처에 있는 문으로 구약시대에는 이 문을 통해 성전에서 사

용되는 제물들을 성안으로 들였는데 그 제물중 양이 가장 많아서 양문이라고 불

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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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데스다(벳+헤스다) - 히브리말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다.

ㅇ 행각 다섯이 있었다. - 연못 네 귀퉁이 하나씩 있고 중앙에 하나가 있었다고 한

다.

ㅇ 폭이 50-67m, 길이가 96m 쯤 되는 연못

ㅇ 이 연못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intermittent spring:간간히 물이 솟

아나 물이 움직였음.)이었던 것같다.

ㅇ 많은 다양한 병자들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

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장애나 불치병을 가

진 이들이 주로 와서 누워있었던 것 같다. 불구자들이 많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들은 아예 고칠 수 없는 운명적 인간조건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들이 바라는 바 소망이 무엇입니까(4)? 이곳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

까? 이런 베데스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사회와 비슷합니까?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

가는 자는 어떤 변에 걸렸던든지 낫게 됨이러라

ㅇ 왜 그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 자신들의 장애나 고질병

[불치병]을 고치기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믿고 있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과학적으

로는 그 연못이 간헐천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남으로 연못의 전체 물이 움직이

게 하는 것이다.

ㅇ 그곳의 분위기는 매우 경쟁적 분위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들어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패배

주의와 절망감가운데 체념하며 사는 병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3.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신 병자는 어떤 자입니까(5)? 왜 하필 그를 찾아 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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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기 서른 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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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

자 하느냐

ㅇ 예수님은 많은 병자 중에서 서른 여덟 해된 병자를 찾아 오셨다. 38년 된 병자

는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병을 고치고자 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38년간 병을 고치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

은 그의 낫고자 하는 소원을 아셨다. 

ㅇ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자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그가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물론 그가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것도 아셨다.

ㅇ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네가 정말 낫고 싶지? 낫고자 했지? 낫고자 하

는 소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 때 항상 믿음과 소원을 확인

하셨다.

4.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무엇이라고 불평했습니까(7)? 그의 말은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8)?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

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ㅇ 병자는 낫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낫고 싶은 것은 그가 

잃지 않은 불변의 소원인데 문제는 그가 나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가 나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병자와 

경쟁할 수 있는 스피드와 체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ㅇ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는 1등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

에, 자신의 인간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는 베데스다에서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무엇 

때문에? 

    ① 너무나 심한 경쟁사회이기에, ② 자신의 인간조건이 너무 딸리기에 

    그렇다면 --> 그는 영원한 loser가 될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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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베데스다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진정

한 이해와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고 낫

게 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예수님

은 진정한 베데스다로 그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인

간조건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winner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ㅇ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인 이유 -> 어떤 사람들도 그를 만나기만 하면 승리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꼴찌들에 대한 긍휼과 모든 꼴찌들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5.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9a)?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십니까?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ㅇ 예수님은 곧 바로 그 자리에서 나아버렸다. 예수님의 자비가 임하자 그는 일어

났다. 패배와 절망의 돗자리에서 일어났다. 패배주의자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Loser에서 Winner가 되었다.

ㅇ 당신은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는 가? 당신은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불평

하는 가? 당신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가? 경쟁력 없는 인간조건, 무정한 동료인간

을 탓하는 가?

ㅇ 아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열악한 인간조건과 치열한 경쟁, 돕

는 사람 없음)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ex) 인간조건과 세상 탓만 하다가 예수님만나고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