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년간…

요한복음 5:1-15



요한복음 5:1-15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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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요한복음 5:1-15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1-15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요한복음 5:1-15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토끼와
거북이



Religion

연결되고자 하는 추구

“다시 묶는다＂ 는 뜻 (Re + 

Ligare) 

영적 가치 추구

과거와 연결 (역사)

자연 과의 연결 (과학)

상상력 세계와의 연결 (문학)

하나님과의 연결 (신학) 



1. No Competition → 경쟁에서승리하는것이
우리의가치가아닙니다자비입니다. (1-7)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베데스다라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1. No Competition → 경쟁에서승리하는것이
우리의가치가아닙니다자비입니다. (1-7)





- 베데스다 : 자비의 집

- 병자의 대답: 한탄과 원망 섞인 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절망적 현실

- 베데스다 연못 주위 5개의 행각➔치유를 향한 암묵적
경쟁, 

- 공동사회(게마인 샤프트)가 이익사회(게젤 샤프트)로
변질

1. No Competition → 경쟁에서승리하는것이
우리의가치가아닙니다자비입니다. (1-7)



2. No Distraction → 무엇이 중요합니
까? (6-11)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곧나아서자리를들고걸어가니라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나를낫게한그가자리를들고걸어가라하더라하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1. 일어나시오

2. 당신의 침대를 드시오

3. 돌아다녀보시오

 병자의 치유 vs. 안식일을 지키는 것

2. No Distraction → 무엇이 중요합니
까? (6-11)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3. No Ignorance →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셔야 합니다. (12-15)

12.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 No Ignorance →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셔야 합니다. (12-15)

막 2:27-28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No Competition But Mercy and Grace

No Distraction But Focus on Importance

No Ignorance But Knowing Je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