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4일(주일) 속회공과
동방에서 빛난 그의 별/ 마2:1-2/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 통116장)
오늘날 인기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스타’들은 대중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스타’가 등장합니다. 팔레스틴 동쪽에서도 아름답게 빛을 발
한 이 별 때문에, 이방인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1. 위대한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
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를 이은 적법한 왕의 탄생은 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
니다. 금방 다녀올 수 있는 여정도 아닙니다. 동방에서 유대까지 오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생
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부담까지 과중됩니다. 심지어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신지 목적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 먼 길을 떠난 것은, 그들이 동방에서 본
별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늘상 많은 별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왔지만, 그런 그들이 보기에
도 심상치 않은 별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직감케 하는 별이었습니다. 유
대인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 찾아가 경배드릴 분이 나셨다는 것을 그 별이 나타냈습니다. 그
래서 동방박사들은 자발적으로 짐을 꾸려 왕께 나아온 것입니다.
* 뵈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게 했던, 별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2. 그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다시 길을 나섰지만 거기서 또 어떻게 왕을 찾을
지 걱정되던 차에,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먼 길을 떠난 자신들의
판단이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인해 큰 위로를 받고 큰 기
쁨을 얻었습니다. 별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어디로 가야하는지 인도하다가 어느
한 집 위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셨습니다. 드디어 뵙게 된
그 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주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
로 인도해주는 별이 없었더라면, 동방박사들은 지치고 낙심하여 그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 나의 신앙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같이 걸어준, 별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3.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 때 ‘그의 별’이 됩니다.
우리도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의 별'로 두셨습니
다. 그런데 그 빛이 언제 발할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2:15, 새번역).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순결한 제물
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삶으로 내는 빛을 통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 동방에서 빛난 별처럼, 나는 세상에서 그 분을 드러내는 별로 빛을 내고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는 별이 됩시다. 성탄절기에 마주치며 만나
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 인격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셨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나타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