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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다

6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

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

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8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

가 일어나 서거늘 9예수께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

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무리를 둘러보

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

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그들

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

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라 (눅6:6-11)

사람의 내면의 생각인 영의 생

각은 지옥으로부터 오거나 또는

천국으로부터 온다. 즉 악이 제

거되기 전에는 지옥으로부터 오

고, 악이 제거된 다음에는 천국

으로부터 온다. 사람이 지옥으로

부터 생각하는 동안에는 오직

자연만이 신이며,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성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후에 영이 되면 특별히 힘 있

는 사람을 신이라 부르고, 또한

스스로 신이라 불리기 위해 힘

을 얻으려고 한다. 모든 악한 사

람의 영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러한 광기가 숨어 있다. 그러나

악이 물러날 때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으로부터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천국의

빛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된다. (AE.954:2)

※ AE(Apocalypse Explained, 계

시록 해설) 위 954번 글 2번 항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Man’s interior thought, which is

the thought of his spirit, is eith

er from hell or from heaven; it

is from hell before evils have b

een removed, but from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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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y have been removed.

When this thought is from hell

man sees no otherwise than that

nature is God, and that the inm

ost of nature is what is called t

he Divine. When such a man aft

er death becomes a spirit he ca

lls anyone a god who is especia

lly powerful; and also himself st

rives for power that he may be

called a god. All the evil have

such madness lurking inwardly i

n their spirit. But when a man

thinks from heaven, as he does

when evils have been removed,

he sees from the light in heave

n that there is a God and that

He is one.

이는 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

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

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

사들에게 주니’(And one of the f

our animals gave unto the seve

n angels seven golden vials, full

of the anger of God, who liveth

unto the ages of the ages)에 관

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서 안식일은 주님의 영화

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과 여호와의 신성이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안식일 상

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시

각이고요, 인간의 시각에서 안식

일은 주님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지옥의 모진 시험을 이기

고, 주님과 인간이 하나 된 상태

가 안식일 상태입니다. 주님과 하

나가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죄에

서 벗어나 자유의 상태가 됩니다.

그 자유가 안식일의 휴식이요, 평

화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한편

으로는 주님의 영화를, 다른 한편

으로는 영화롭게 되신 주님에 의

해 인간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

니다. 따라서 주님이 안식일에 사

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

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며, 동시에 인간을 거

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

실을 전혀 몰랐던 유대의 서기관

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

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 아

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믿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매

우 못 마땅히 여기고 심지어 증

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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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

를 고치십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

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의 속뜻은 신앙인들의 거듭난 상

태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안

식일’이라고 한 것은 거듭남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또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거듭남의 단계에 따라 각자

에게 필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뜻합니

다. 왜냐하면 유대교회 회당의 속

뜻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다 거듭남의 상태가 모두 다르

고, 영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단계에 따라 각자가 직면하고 있

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교

리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

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그

런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랐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0장에도 있습

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기

를 느끼셨는데, 마침 길가에 무화

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매가 열렸는지 살펴보셨는데 열

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

러자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

해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

하리라’ 하셨고, 즉시 무화과나무

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주님 당

시 유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의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

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의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손이 마르

는 것’과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

르는 것’의 의미는 서로 비슷합니

다. 즉 진리를 믿기는 하는데 실

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

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나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

할 뿐, 이웃의 일에는 전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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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데, 뜻대로 잘되지 않는 경우입니

다. 많은 신앙인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말씀

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오랜

습관이나 각자의 유전적 특성 때

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오른손이 마

른 병자는 바로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믿음에 따라 악을 끊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손이 마른 병자는 멀리 있

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

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

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

고 하다 잘 안되어 거의 절망의

상태에 이를 때,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손이 마른

병자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님은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

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주님

은 그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엿보

고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

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서

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들일까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

다고 하면서 정작 진리에 반대편

에 서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훼방하고 주님을

훼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

리를 훼방하는 까닭이 무엇입니

까? 진리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전혀 진리를 사랑하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진리의

반대편에 서고, 진리를 방해합니

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진리

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일을 하

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의 생각이나 의견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판

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

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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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천사들의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 영들의 영향을 받

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려

고 할 때 천사도 그렇고 악한 영

들도 그렇고 진리를 가지고 영향

을 줍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판단이 주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

를 위해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

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판

단하도록 하다가 슬며시 방향을

틀어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

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거나, 이웃을 정죄한다

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경우, 그 진리는 진리가 아

니라 거짓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과

의도를 살피면서 진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영들이 바

로 우리 내면에 있는 바리새인들

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

는 일을 훼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8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

가 일어나 서거늘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

의 악한 의도를 모두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영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는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진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계략

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

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그러

자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일어섰습니다. 병자가 일어서는

것은 영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악의 상태

에서 선의 상태로, 또는 이기적인

상태에서 이타적인 상태로 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자

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병자가 스스로 일어선 것처럼 말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선을 동

반한 진리를 통해 그를 끌어 올

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만 사

랑하던 이기적인 병자가 이제 이

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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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올라선 것이지요. 이기적이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적 생명이 변해야만 하는 일입니

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입니다. 병

자가 일어서자 주님께서 이번에

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물으셨습

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새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언제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

다. 그들은 항상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를 공격하

고 훼방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대

로 방치한다면, 그들은 진리를 사

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미혹할 것

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을 동반

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악한

기도를 사전에 막으십니다. 그것

이 주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바리

새인들에게 이것이 진리냐 아니

냐 하고 물으시는 모습입니다. 악

한 영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을 동반한 진리의 능력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하십니

다.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을 미혹

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바리새인

들의 기도를 봉쇄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

다.

10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

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

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

복된지라

10절에서 주님이 이번에는 병자

를 향해 ‘네 손을 내밀라’ 하셨습

니다. 그러자 병자가 손을 내밀었

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손을 내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은 손을

앞으로 뻗치는 것입니다. 손을 앞

으로 뻗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

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

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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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

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21:1

8)

한글 성경에는 ‘네 팔을 벌리리

니’이지만, 영어식의 표현은 ‘손을

앞으로 뻗치리니’입니다. 말씀에

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

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라

고 한 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

시 말하면 교회 초기의 신앙을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자유롭

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자유롭

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

로는 그 속뜻이 교회의 신앙을

의미하는데, ‘네가 젊어서는’이라

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늙어

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즉 ‘뻗

치리니’라고 말합니다. 손을 앞으

로 뻗치는 것은, 교회가 초기의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뜻합

니다. 영적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전한 이

성을 가지고 진리를 사유할 자유

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

다. 그것이 손을 앞으로 뻗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자유를 잃

어버린 사람들은 지옥의 영들에

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것이 남에 의해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따라서 손을 앞으로

뻗치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 자유가 없

는 상태이고요, 그러므로 악한 영

들에게 사로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병자에게 ‘손을

앞으로 뻗치라’ 하셨을까요? 주

님에 의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서는 자신의 병증을 고백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

람은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에게 ‘손을 앞

으로 뻗치라’ 하셨는데, 이 말씀

은 영적 자유를 잃고 악한 영들

에게 휘둘리는 정황들을 주님 앞

에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가 손을 앞으로

뻗치자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11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

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

하니라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 서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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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들은 기뻐하

지 않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

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

논했다 합니다. 말씀에서 ‘노기’

(怒氣)는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madness’, 즉 ‘광기’(狂氣)입니

다. 계시록 해설 954번 글을 보면,

악한 자들의 광기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나 악한 사

람들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자신

에게 돌리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합

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

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광기라

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

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서기

관과 바리새인들이 광기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

은 진리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

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시기했

습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언제나 진리의 권위나 능력을 시

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는 질서에 따라서 모든 시대의

광기를 누르고 정해진 길을 걸어

갑니다. 이 시대에 새 교회의 진

리가 세상에 선포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

한 자들의 광기를 두려워할 필요

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마

르는 병에 걸린 것은 진리를 올

바로 이해할 능력도 없고, 또 실

천할 능력도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

아왔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에 의

해 병을 치유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는 스스로 하는 것처럼 악을 떨

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악을 멀

리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님은 스스로 하는 것처

럼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거듭남

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

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에게 스스로 일

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병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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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두 번째 일은, 자신의 병

증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통해 자

신의 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주님께 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

부터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거짓

과 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사람들 앞에 세

우시고 손을 앞으로 뻗치라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

인들은 모두 어느 만큼은 병자들

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주님의 말

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

지 않아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시고요, 진리를 통

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

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

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는 거짓이 둥지를 틀고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고

백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

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교우님들에

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

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

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

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

를 구원하시리이다 (시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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