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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떡이신 수님

요한복음6:35,“수께서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내게오는

자는 결코주리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리라.”

수께서는갈릴리 바다 곧디베랴바다 건 편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약 5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

을 행하신 후,바다 건 편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말 으로 무리에

게가르치셨다.사람들이그들의조상들이 야에서만나를먹은것

같이 표 을 보여주기를 요청할 때에,그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참떡을 희에게주시나니하나님의떡은하늘에서내려세상

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 하셨다.

그들이 “주여,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자,그는

이 게 말 하셨다.“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아니할터이요나를믿는자는 원히목마르지아니하리라.

그러나내가 희더러 이르기를 희는 나를 보고도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 느니라.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그는 말

하셨다.“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보내신이의뜻을행하려함이니라.나를보내신 이의뜻은내

게 주신 자 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수께서는오늘본문에서몇가지진리를말 하셨다.첫째로그

는자신이생명의떡이라는것을말 하셨고,둘째로그는아버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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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 하셨고,셋째로 그는 그에

게 오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 하셨다.

수님은 생명의 떡이심

첫째로, 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 하셨다.떡과

밥은 생명에 필수 이다.우리는 빵이나 밥을 먹어야 산다.우리는

살려면 빵이나 밥을 먹어야 한다.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고 계속

먹지 않으면 죽는다. 수께서는 육신의 생명이 되는 떡 혹은 빵을

비유로 사용하셨다.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모든 사람은 죽는다.성경은 육신의 죽음

도 죽음이지만,그보다 더 근원 으로 혼의 죽음을 말하고 몸

과 혼이함께 원한지옥에던지우는둘째사망에 해서도말한

다.그 죽음은 다 한 원인의 결과이다.그것은 죄라는 원인이다.죄

때문에죽음이 왔다.사람은죄때문에몸도죽고 혼도죽고 몸과

혼이 함께 지옥에도 던지우는 것이다.

죽음은인간에게가장큰원수이다.인간은죽음을가장두려워한

다.사람은 죽지 않고 살기 해 먹고,죽지 않고 살기 해 일하며

운동도한다.그러나죽음의시간은모든사람에게조 씩다가온다.

어떤 때는 어린 아기도 죽는다.죽음에는 순서가 없다.죽음은 사람

에게가장큰원수이지만,사람은죽음을극복할수없다.죽음은돈

으로도 의학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수께서 말 하시는 생명은 바로 죽음의 반 이다.몸의 죽음은

물론이고 혼의죽음, 육의 원한지옥형벌에반 되는생명을

말하는 것이다.성경은 그것을 원한 생명 곧 생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하나님께서

는 원한 생명이시다.그는 원 부터 원 후까지 스스로 살아

계시는생명이시다.성경에 의하면,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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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역함으로 받는 벌이다.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사람에게생명의길을 주실 수있고 그는

그 길을 주셨다.그것이 수님이시다.그러므로 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 하신 것이다.그는 생의 길이시다.

수께서는 오늘 본문요한복음 6:39-40에서하나님의 뜻은 부활

과 생임을 증거하셨다.“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에내가하나도잃어버리지아니하고마지막날에다시살리는이것

이니라.내 아버지의뜻은아들을보고믿는자마다 생을얻는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며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그것이 수그리스도이시다. 수님은곧생명의길이시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성경은 그것을 ‘속죄’라고

부른다.요한복음 6:53-55에 보면, 수께서는 이 게 말 하셨다.

“내가진실로진실로 희에게이르노니인자의살을먹지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내피를마시는자는 생을가졌고마지막날에내가그를다

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인자’(人子)라는 말로 즐겨 부르셨다.그가 이 본문에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언 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찢으실 그의 살과 흘리

실 그의 피를 가리킨다.그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 것이다.

성경은하나님의 아들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인류의 속죄

를 한죽음이라고말한다.그것이“나는생명의떡이다”라는말

의 뜻이다.그것은 우리가 수님을 통해 생에 이를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16의 말 로, 수께서는

친히“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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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

하셨다. 수님은 멸망할 사람들에게 생을 주시기 해 오셨다.

사도요한은그의서신에서이 게말했다.요한일서5:11-13,“

증거는이것이니하나님이우리에게 생을주신것과이생명이그

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아들이없는자에게는생명이없느니라.내가하나님의아

들의이름을믿는 희에게이것을쓴것은 희로하여 희에게

생이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이 말 에서사도요한은하나님

께서우리에게 생을주셨으며그 생이하나님의아들 수그리

스도 안에 있고 그를 믿는 자는 생을 소유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디도서 1:1-3에서,사도 바울은 이 게 말했다.“하나님의 종이요

수그리스도의사도인바울곧나의사도된것은하나님의택하신

자들의믿음과 경건함에 속한진리의 지식과 생의소망을 인함이

라.이 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원한 때 부터 약속하신

것인데자기때에자기의말 을 도로나타내셨으니이 도는우

리 구주 하나님의 명 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이 말 에서 사도

바울은 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이며 그것이 도자가 하는

요한 내용임을 증거하 다. 수께서 바로 그 생의 떡이시다.

아버지께서 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둘째로,오늘 본문에서 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들에 해말 하셨다.37 ,“아버지께서내게주시는자는다내게

로올것이요.”39 ,“나를보내신이의뜻은내게주신자 에내

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라.”‘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표 은 선택의 진리를 보인다.

수께서는 후에 믿지 않는 유 지도자들에게 “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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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며 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 하셨다.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그는 ‘내 양’이라고 부르셨고 유 지도자들은 그의 양

이 아니므로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밝히 가르친다.사도행 13:48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하나님의 말 을 찬송하며 생을 주시

기로작정된자는다믿더라”고기록되어 있다. 수님을믿는것을

볼 때 그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그보다 더 요한

은하나님의택함을받은자라야 수그리스도께로나올수있다

는 것이다.택함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수께로 나올 것이다.

선택의 진리는 에베소서 1:4-5에 잘 증거되어 있다.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창세 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로 우

리를 정하사 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자기의 아들들이 되게하

셨다”고 말하 다.그는 선택의 시 과 목 을 밝히 증거하 다.

하나님께서 수그리스도에게주신자들곧만세 에선택된자

들은 다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룩함을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이 진리는 수께서 생명의 떡이며

그의 속죄 사역으로말미암아그를 믿는자들이 죄사함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생할 것이라는 진리를 내포한다.

수께 오는 자들,그를 믿는 자들

셋째로,오늘 본문에서 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그를 믿는

자들에 해 말 하셨다.35 ,“ 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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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0 ,“내아버지의뜻은아들을보고믿는자마다 생을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그는

그에게오는자들을결코내어쫓지않으실것이다. 수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는 자들만 생을 얻을 것이다.그들이 곧 하나님께

서 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곧 만세 에 선택된 자들이다.

요한복음 6:53-55에 보면, 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

고인자의피를마시지아니하면 희속에생명이없느니라.내살

을먹고내피를마시는자는 생을가졌고마지막날에내가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 하셨다.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그것은 성찬식에서 표 된다.성찬식은

수그리스도의살과피를상징하는떡과포도즙을먹는의식이다.

우리는그의식에주께서친히 으로임재하신다고믿는다. 수님

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속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아는가?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에게 생을주시는것이며이 생을 해 수께서생명의떡으

로 오셨다.그것은 그의 입으로 친히 증거된 진리이며 그의 기 들과

십자가의죽음과부활로친히확증된진리이다.그는자신이하나님의

아들이시며그의모든말 이다진리임을확증하셨다.여러분은성경

에 증거된 그의 말 들과 증거들을 통해 그를 바로 아는가?

교만과완고한마음을버리고하나님의 휼과은혜를받아 수께

로 나아오라. 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

라.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라.속죄신앙을 가지라.그가 나를 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를 믿으라.그러면 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스럽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복된 생을 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