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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누가복음 5:12-16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
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
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그를 경고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
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
에서 기도하시니라
[참고: 2018년 3월 11일 빌립보 교회 설교(박동훈 목사의 “깨끗함을 받으라”)를 다시 한 번 들으시
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본문에는 나병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둥병(한센)이라고 알려진 나병은 영적으로 어떤 의
미가 있을까요?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문에서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보여주
신 이 행동은 오늘날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묵상
과 나눔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귀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초자연적 치유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더욱 증가하도록 기도합시다.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 나병, 혹은 문둥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한센병이라 알려진 이 질병에 대해서 위키에
검색해서 써 봅시다(https://namu.wiki/w/%ED%95%9C%EC%84%BC%EB%B3%91)

2. 나병의 치명적 증상은 (1) 신경의 통각 능력을 상실케 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함 (2) 전염성이
강함 (3) 몸을 썩어 문들어지게 함 (4) 고립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 등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5:1-3, 레 13:44-45
를 읽고 상술해 봅시다.
a. (

)하게 된 자(민 5:2)

b. (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민 5:2)

c. 왜냐하면, 그들이 접촉하면 진영이 (

)혀 지기 때문이다(민 5:3).

d.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 사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e. (
f.

(

g. (

)을 찢고(레 13:45)
)를 풀며
)을 가리고

h. 소리쳐 외치기를 “(

,

i.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

)” 해야 한다.

살지니라.

3. 멀리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는 이미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병이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1) 예수께
나아가려면 예수와 함께 한 무리를 만나야 했고, (2) 무리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다.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12 절)

4. 예수를 보고 엎드리어 구하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 나병 환자의
행동을 깊이 묵상해 보자. 나병 환자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나병 환자는 절박했다. 사람들의 (

)를 보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가?

b. 나병 환자는 잃을 게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나는 어떠한가?
c.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갔다. 나는
어떠한가?

5. 구약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진영 바깥으로 몰아내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 즉 죄인을 구원하러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계시적 지식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레 19:12, 신 6:13, 마 5:33-37, 신 19:21,
마 5:38-29, 눅 24:25-27, 요 5:39)

6.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나?(13 절)

7. 주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가? 나병 환자가 무리의 눈치를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변에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8. 나는 눈치를 주는 무리인가? 눈치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환자인가? 죄인에게 손
내미는 주님의 치유의 도구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맺음말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빛이 높이 들
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
라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
어서 항상 홀로 된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이 자기의 옳음을 굳게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
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1. 주님,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나병이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나병 환자가 가
졌던 용기를 창조하시고, 참된 치유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소서.

2. 빈 의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사랑방 모든 멤버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사랑방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되
도록 기도합시다.

3. 사랑방 안에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빌립보 교회 위에 성
령의 치유의 능력이 더욱 깊이 임하고 악한 영에 의해 시달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 받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