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주일) 속회공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마태복음 1:20-23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통 105장)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성탄을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생각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크리스마스 선물과 일정 등에 대한 ‘고
민’, ‘걱정’, ‘부담’ 등의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고민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 선
재했고, 그 뜻이 사랑의 극치로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1.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은
있는데 도와줄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도와주실 마음이 충만하고, 또 도와주실 능력도 충만합니다. 질병과 가난, 관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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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셨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21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을 값없이,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2. 함께 있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어두운 시대를 보냈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마저 400년간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줄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23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임종시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3.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
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제약이 있는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
차 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절대능력이신 분이 절대무능의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요, 경이 중의 경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멘’으로 받아야할, 사랑의
극치입니다. 다만, 우리는 놀라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성육신의 경이와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성육신의 정신은 직접 찾아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하나
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과 친지에게 직접 찾아가 함께 있어주며 대강절에 하나님의 사랑
을 나타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