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5.8. 주일오전 강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요한복음9:3)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친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셨
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사업, 직장,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걱정하거나 힘 빠질 필요 없고, 또한 후유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을 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죄인가요? 아니
면 부모의 죄인가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
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고 눈이 밝
아져 치유 받는 것을 봅니다.        

1. 하나님의 작전대로
  * 우리의 현실, 상황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어 집니다.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욥42:2, “주게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 욥23:13-14,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 사14: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 무계획(나) => 계획(하나님), 나는 무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다. 사실 우리들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
어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왔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다
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⑴ 맹인(요9:1, 요9:8)
    ① 요9: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② 요9: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⑵ 하나님이 하시는 일
  * 왜?(요9:2) => 하나님이 하시는 일(요9:3) => 복음적인 재해석
  =>사람들이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안될까? 왜? 힘들까? 왜? 경제가 어려
울까? 왜? 하는 일마다 꼬일까?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맹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낙심이 되
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모든 현실 속
에 하나님이 하실일 이 있음을 복음적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2. 실로암의 기적
  ⑴ 절대순종(요9:6-7)
  * 가서 씻으라!(명령) => 가서 씻고(순종)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
십니다. 그 맹인의 얼굴은 검은 진흙 팩을 한 모습을 하고 더듬거리며 실로암으로 씻으러 
갑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챙피한 것, 비웃는 소리도 개의 치 않고서 앞만을 향하여 달음질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절대응답(요9:7, 요9:35-38)
  * 실로암(연못) => 보냄을 받았다.(예수 그리스도)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
이 밝아지고 치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연못으로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
징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
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실로암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
도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창6:14-22,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구원을 받
는 것을 봅니다.
  ㉡ 눅5:5-6,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는 것을 봅니다.
  ㉢ 요2:7-9,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인들을 불러 
항아리6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손님들에게 갔다가 주어라 말씀
하셨을 대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38절에 이 맹인은 치유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합니다.  

결론> 실로암의 역할
  ⑴ 나의 집(교회, 직장, 사업, 학교)
  ⑵ 교회(지교회)
  ⑶ 다락방, 토요학교, 주일학교, 기관,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