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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워싼 큰 무리 사이로 

지나 가시던 중, 갑자기 멈춰서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

서 그들은 주님을 에워싸 미는 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님은 단호히 “누군가 나를 만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

정한 누군가가 그분을 만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신성한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에서 나아와서 그분을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

이 자신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지혈 되지 않는 출혈의 고통을 겪어왔고, 해마다 더 

많은 피를 잃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가진 모든 것을 소

비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

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

리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

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만졌을 때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분의 신

성한 능력이 그녀에게 옮겨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여

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

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십시오.”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우리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 

질병—죄라는 내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손상을 입혔는지 모릅니

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

도 심지어 어떤 도덕적인 철학, 자기 개선 프로그램 또는 선한 행위

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약하고 유한한 생명

은 계속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분의 생

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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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뿐 아니

라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

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

리가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의를 향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

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벧전2:24)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치료합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짐으로써 그분의 구

속과 그분의 무한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그분을 에워싼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한

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만진다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

실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안으로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

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써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순히 기도

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심으

로 제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구원해 주십

시오. 당신을 저의 구주와 저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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