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육신의 비밀과 목적<마태복음 1:18-25>
* 오늘 말씀 드릴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비밀과 깨
달음을 주시는 본문인데 오늘은 특별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며 왜 동정녀를 통해 태어
나셨고 왜 율법을 완성하셨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드립니다. 잘 아
는 말씀 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은혜 받으셔서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
원 드립니다.
1) 예수(1:21)
① 예수는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의미로 <무엇으로부터 구원 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
는데 하나님이 예수라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백성은 자기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과 사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3:15)과 처녀(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이사야7:14)를 정
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 오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으로서 실제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고 주님은 인류의 죄악과 사망을 해
결하여 마귀의 머리를 깨셨고 승천과 승귀를 하셨으며 성령강림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
령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며 때가 되면 재림
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이것이 절대 진리로 양보할 수 없는 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심>은 능동태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 스스로 나신 분을 의미합
니다. 이렇듯 왜 예수님은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것이 메
시아가 되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요 우리가 죄를 해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는 날이
되어 우리가 십자가와 성육신에 대하여 낭만적이고 감상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주
님 입장에서 알고 되어 보기 해야 합니다.
②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완전한 제물
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5;17) 이렇게 예수님은 신학적 신앙적으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생
애 자체가 율법의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삶이셨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신 완성자이시기에 그분의 죽음이 복음의 보혈이요 보혈의 피요 우리의 죄를 해
결하는 단번의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히브리서9:11-15)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날이 성
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낭비가 될 때 분노하고 화
가 날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 없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낭비가 심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율성 없는 효율은 거룩한 효율이요, 떨
어진 가성비는 거룩한 가성비요 심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랑을 하
며 바보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비효율을 가슴에 품고 가장 가성비 떨어지
는 나를 가슴에 품고 계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역설을 이해하고
이런 역설의 은혜가 내게 작용함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룩한 비효율을 좋아하고 거룩한 가성비를 사랑하고 바보 같이 살면서 바보 사랑을 하는 것
이 당연해지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성비 떨어지는 사랑과 거룩한 비효율
때문에 내가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비효율적이며 낭비와 가성
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정도임을

알고 성탄절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
원 드립니다.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1:22)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루어졌는데 선
지자로 하신 말씀은 진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수님께서 구약의 일을 이루시는데 관심이 많으셨듯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정독하고 묵상하
며 연구하면서 인격화되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에 맞는지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3) 임마누엘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세 분 하나님(1:2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직접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요한복음1:14,18)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람
과의 차이가 있는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를 만나고 교제하며, 함
께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요한일서1:1-4) 이렇게 우
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정신, 성육신의 비밀과 목적과 정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
시려는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나를 거룩한 효율성과 거룩한 가성비와 거룩한 낭
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것에 일생을 드리는 완전한 전제와 번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이 성탄절임을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