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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성탄 축하

마태복음 20:28,“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 은 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수그리스도의탄생의 요성은온세계가쓰는연도에서

잘 드러나 있다.세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 으로 기원 과 기

원 후를 사용하고 있다.우리는 그것을 주 과 주후로 표 한다.오

늘은 주후 2014년 12월 25일이다.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생일축하를 받기를 원한다.성탄 에 많은 사람들

은 수그리스도의탄생을축하한다. 수께서는어떤성탄축하를

원하실까?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름다운 장식을 원하실까?그

는 성탄 헌 이나 구제의 일을 원하실까?참된성탄 축하는 수

그리스도의성탄의의미를바르게알때가능하다.그가왜이 세상

에 오셨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그의 성탄을 참으로 축하하는

것이되지못할것이다.그가왜세상에오셨는지바르게알때우리

는 그의 성탄을 참으로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수 그리스도께서

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죽기 해 오심

첫째로, 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하여 죽기 해 세상에

오셨다.오늘 읽은 말 에 보면,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

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 하셨다.즉 그는 많은 사람의 속물로

죽기 해 오셨다는 뜻이다. 속물은 죄인의 죄를 해 신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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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을 가리킨다.

수께서는사람들에게사랑과칭찬과 을 받기 해오신 것

이아니었다.그는우리를 해죽기 해오셨다.그것은우리의죄

를 속하기 함이었다.죄의 값은 죽음이다.실상,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신하여

그가 죽으셨다.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마침내 죽으셨다.그것은 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상함은우리의죄악을인함이라”고말했다(사53:5). 고린도

후서 5:14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 다.이것이 리 속죄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축하는 수께서우리를 신하여죽기 해

탄생하셨음을 알고 그를 믿고 죄씻음받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살리기 해 오심

둘째로, 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해 오셨다.죄의

값은 죽음이다.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죽는다.단지 몸

의 죽음뿐 아니라, 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우리도 다 그런 처지에 있었다.그런데 하나님께서 독

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수께서는 친히 말 하시기를,“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다(요 3:16).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생명을 주시기 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그로 십자가

에 죽게 하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5:24에보면, 수께서는“내가진실로진실로 희에게

이르노니내말을듣고 나보내신이를믿는자는 생을얻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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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

하셨다.우리가 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을 얻는다.이미 수

님을 믿은 자들은 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6:39-40에 보면, 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

은내뜻을행하려함이아니요나를보내신이의뜻을행하려함이

니라.나를보내신이의뜻은내게주신자 에내가하나도잃어버

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 하셨다.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우리가 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 생을 얻어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얻는 것이다.즉 부활과 생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

이 수께서이세상에오신목 이다.그는우리를살리기 해오

신 것이다.

그러므로사도요한은요한일서4:9-10에서,“하나님의사랑이우

리에게이 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독생자를 세상

에보내심은 로말미암아우리를살리려하심이니라.사랑은여기

있으니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우리 죄를 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 다.우리는 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축하는 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구원을 받

고 생을얻고부활을소망하며 새삶,즉죄를멀리하고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함께하기 해 오심

셋째로, 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해 이 세상에

오셨다.선지자이사야는메시아께서처녀의몸을통해탄생하실것

을 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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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마 엘이라 하리라”고 말했다.임마 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

신 사건이었다.요한복음 1:14는 “말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우리가 그 을 보니 아버지의독생자의 이요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한다.태 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분,

‘말 ’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

셨다.그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신비한 인격이 되셨다.그는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실수없다.그러나 우리가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 받을때 하나

님께서는우리와함께거하실수있는것이다.그는우리의육체속

에 오셔서 원히 거하실 수 있고 우리 회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

도 그들 에 있느니라”고 말 하셨다(마 18:20).그것은 그의 신성

의 께서그들과함께하시는것을가리켰다. 부활하신 수께서

는제자들에게“볼지어다,내가세상끝날까지 희와항상함께있

으리라”고말 하셨다(마28:20).하늘로승천하신주께서어떻게우

리와항상함께계실수있는가?그것도그의신성의 께서함께하

시는 것을 말한다.

주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었다.요한복음 14:16-20에 보면,“내가

아버지께구하겠으니그가 다른 보혜사를 희에게주사 원토

록 희와함께있게하시리니 는진리의 이라.세상은능히

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그러

나 희는 를 아나니 는 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내가 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희에

게로오리라.조 있으면세상은다시나를보지못할터이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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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희도 살겠음이라.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희가 내 안에,내가 희 안에 있는 것을 희

가 알리라”고 말 하셨다.

하나님의약속 로오순 에세상에내려오신성령께서는본질

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일체이시다.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의 으로불리신다.로마서8:9,“만일 희 속에 하나님의 이 거

하시면 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에있나니 구든지 그리스

도의 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히 리서 4:15에보면,“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연약함을

체휼하지아니하는자가 아니요모든 일에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자로되죄는없으시니라”고말했다.인성을가지신 수께서는

우리와같이 마귀에게 시험을받으셨고 우리의 모든연약성을 친히

아시는 자이시다.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더 잘 도우실 수 있다.

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않으시고떠나지않으신다.그는마귀의시험이많고험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로와 힘이 되신다.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임마 엘 되신 수 그리스도의 곧 성령께서

주시는 큰 로와 힘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참성탄축하는 수그리스도의성탄의의미를바르게알때가능

하다. 수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그는우리를 신하

여죽기 해오셨다. 그는우리를 살리시기 해오셨다. 그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기 해 오셨다.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구주 수 그릿드ㅗ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모든 죄를

멀리하고 생의새생명을얻은자답게순종의삶을살고, 세상의

어려운 실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큰 로와 힘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이것이 참된 성탄 축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