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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들의 성탄 축하

가복음 2:1-20

수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황제가이사 아구스도가온 천하로

다호 하라는칙령을내렸을때에이루어졌다.모든사람이호 하

러 각각고향으로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족속이므로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유 를 향해 베들 헴이라 하는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 하러 올라갔다.그들이 베들 헴에 있었을 때에

마리아는해산할날이차서맏아들을낳아포 기로싸서구유에뉘

었다.이는 여 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심히비천한모습으로이루어졌다.그는세상에서 을받

기 해 탄생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기 해 탄생하셨다.

천사들의 한 소식

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 밤,그 지경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를 보았다.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목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하 다.주의천사는그들에게말했다.“무서워말라.보라,내

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희에게 하노라.”

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할좋은소식이다.그것은하나님께서주신구주의탄생소식이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하 다.

천사는 말하 다.“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희를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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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희에게 표 이니라.”천사가 하는

큰기쁨의좋은소식은오늘다윗의동네에구주가나셨다는소식이

었다.그 구주는 구약성경에 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목자들은가서포 기에싸여구유에 인아기를볼것이며그것이

그들에게 표가 될 것이다.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해주셨고 표까지 주셔서 그 소식을 믿게 하셨다.

오늘날 이 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구원을 해구주로 보내주신 수그리스도에 한 내용이

다.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여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천사들의 찬양

그런데 그때 홀연히 하늘의 천사들의 큰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다.“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에 평화로다[땅 에

는 평화,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로다](통본문).”

‘지극히 높은 곳’은 태양계와 은하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을 나타내신 곳 곧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가리킨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 될 것이다.

땅 에서는 평안과,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은혜

는 구원의 원인이며 평안은 그 결과이다.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받았고 그결과,평안을 린다.사람들은죄로인해심령

의 고통과 육신의질병과 경제 궁핍으로인해 평안을 잃어버렸으

나,하나님의은혜로 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

심을받을때참된평안을얻는다.우리는장차천국에서충만한복

과평안을 릴것이지만지 이세상에서도상당한평안과기쁨의

삶을 린다. 수께서는“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들아,다내게로

오라.내가 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 하셨다.구원받은 성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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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리며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릴 것이다.

목자들의 방문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목자들은 서로 말하 다.“이제

베들 헴까지가서주께서우리에게알리신바이이루어진일을보

자.”그들은빨리가서마리아와요셉과구유에 인아기를찾아서

보았다.그들은주의천사를통해말 하신하나님의증거를확인하

다. 그들은 이 아기에 해 들은 것을 다 알려주었다.듣는 자

들은 다 목자들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 속에 간직하 다.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수께서 탄생

하신 날 밤에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고 목자들의 찬송도 있었다.

수그리스도의탄생은모든죄인들에게큰기쁨의좋은소식이다.

그는우리를죄와불행과죽음과지옥형벌로부터구원해주시는구주

이시다.이세상에서이것보다더 요하고더기쁘고복된일은없다.

이것은 천사들이 한 복음이며 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한 복음이며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다.

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는

일이다.천사들은하나님을찬송하면서“지극히높은곳에서는하나님

께 이요땅에서는평화,사람들가운데는은혜로다”라고말하 다.

우리는하나님의은혜로구주 수그리스도를믿고죄사함의구원을

받으며 참평안을 린다.성탄의 복은 죄사함의구원과 참평안이다.

수께서는 유다 땅에 탄생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지

않았었다.세상의많은사람이 수님을거 했으나,하나님의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를 하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린다.우리는 목자

들같이 복음을 깨닫고 수 그리스도를 하며 그에게 경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