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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Step 2강

찬송가 204장

Winner 이야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 / 요한복음 3:1-8

요절 /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ㅇ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명예, 부, 권력인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인가? 모든 것을 얻는 

니고데모(winner 중 winner임)의 고뇌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winner는 누구이

고 loser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1,10)?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

을 알지 못하느냐

ㅇ 바리새인 - 엄격한 유대교 신봉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 예수님 당시 위선

자라는 비판을 받음.

ㅇ 니고데모 - 헬라식 이름, 니고 - 승리, 데모 - 백성, 백성의 정복자, 승리자 우

리식으로 하면 ‘民勝’

ㅇ 유대인의 지도자 - 산헤드린 의원, 유대 최고회의 기관,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

자, 원로들(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 70인 중의 한 사람

이었음.

ㅇ 이스라엘의 선생 -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율법교사중 한명, 종교법과 의

식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 소송 때 재

판관으로 참여, 민사 소송 때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

거나 단독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다.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

었다. 

ㅇ 재력가 요 19:39 침향 섞은 몰약 100근 (35kg) 왕의 장례에 해당하는 양을 가

져온 사람.



- 2 -

   정리하자면,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 관리, 선생, 재력가 ;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은 사람, 

   요새로 하면 대법관에 상원의원,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름대로 백성중 성공한 사람이었다.

2. 언제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까(2a)? 그가 예수님을 찾아 온 이유가 무엇이었

을까요(2b)?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

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ㅇ 그가 밤에 찾아 온 이유 :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다는 것

은 고뇌하는 지성인의 내면세계를 표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사회최고 원로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젊은 분인 예수

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진리를 알기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간절함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ㅇ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으로 깊이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

시는 표적이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2:23).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뛰어난 사상가, 철학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 보기위해서 왔다. 

예수님에게서 고견(高見)을 듣기위해서 왔다. 그는 무엇을 물으러 온 것인가?

ㅇ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한 가지만 말

해보라고 한다면..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왜 자신은 성공 했는데 기쁘지 않는가? 참된 만

족이 없는 가? 이런 것을 물었을 것이다.

   

3.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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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

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ㅇ 니고데모의 질문이 없었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과 질문을 알

고 계셨음.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 문제를 

알고 계심. 세상의 선생들(ex.철학과 교수)은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은 묻지 않아도 알고서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과 세상 선생의 차이

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늘에서 온 선생

(3:2,11-13)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의 화법은 항상 “I truly and truly say to 

you "임, 이것은 우리 중 뛰어난 인간, 땅의 스승의 화법이 아니다.

ㅇ 니고데모의 하지 않은 질문은 예수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사람이 어떻게 하

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음임을 알 수 있다. 

ㅇ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공간보다 통치개념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나라에

는 어둠이 없다. 슬픔이 없다.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으로 넘친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행복, 기쁨, 만족, 구원, 영생 이란 단어로 대치할 수 있

다.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였는데 그것을 잃고 어

둡고 슬프고 심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ㅇ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명쾌

하게 답을 주셨다.

ㅇ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나라(행복)를 절대로 볼 수 없다

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거듭나야 행복할 수 있다. 왜 인간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

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운명이다. 즉 죄

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근본적으

로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암환자나 사형수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진 자연인

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ㅇ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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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4)?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

게 설명하십니까?(5-7)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

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ㅇ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체의 재탄생으로 이해했다. 사실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육체의 재탄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혼의 탄생(영혼의 새롭게 됨)임을 가르쳐 주

셨다.

ㅇ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

의 영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 주체다.

ㅇ 참고로,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

고 죄인의 상태다.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의 문

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암환자나 사형수가 아무리 인정을 받고 미인대회에 뽑히고 좋은 감방에서 생활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행복이 없는 것과 같다. 이들이 암과 에이즈균을 가진 

상태에서 혹은 사형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가 설령 부와 명예와 미모

를 소유했다 한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인간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죽음과 심

판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죽어 심판받을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바로 거듭

난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WInner)이다. 비록 다른 것을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대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한들 인간의 근

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실패자(Loser)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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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다 비유하셨습니까(8)? 사람이 거듭난 사실을 어

떻게 알 수 있습니까?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ㅇ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고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하게 해준

다.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성령이다. 성령은 어머니처럼 거듭남을 이

룬다. 

ㅇ 그러한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한

다. 느낌과 힘과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참고로 바람의 종류는 다양하다.

<결론>

하나님나라(구원과 영생)를 얻으려면 물질과 부와 명예와 미모를 얻는다고 해서 얻

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님의 다스림을 받아야한다. 죽음과 심판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해야 

한다. 사람들은 물질, 부, 명예, 미모 같은 것을 얻으려 한다.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잠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내면에서 우울함과 어두움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이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려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우리 심령이 이렇게 허무하고 

고독한 가를 알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성경공부를 

진지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

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나라를 체험하게 된다.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죄인, 죽을 운명에서 용

서받은 의인, 영생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 이것을 거듭남, 새로운 

탄생이라고 한다. 새로 탄생하여 하나님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자(true winner)들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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