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39 

 
수요말씀묵상교재 #39 (2020년 12월 23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26장(신, 126), 109장(신, 109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마태복음 1장 21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치우친 구원자) 

1.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 속에서 설명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20~23절 중 한 부분입니다.  

2. 21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히 한 쪽으로 치우치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첫 부분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분명하게 약속한 정혼자, 마리아가 현재 잉태중인 자는 

“아들”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적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구원자”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 곧,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은 “왜냐하면”입니다. 그 곧,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4.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담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이 중에 “왕”은 백성을 거느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더 분명하게도,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저희 죄” 곧,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하거나 

표현을 듣거나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해방을 위해서나 안전의 문제에서의 자유 및 인생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죄”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신분의 걸맞게 살아가는 훈련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던 자들, 믿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 그들만을 견고히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님을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자로 만든다고 여겨지십니까? 

2. 그렇다면, 바다에 침몰하는 배로부터 나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내가 소유한 3인용 배”를 타고 

침몰하는 배로 다가가서 나의 자녀 두 명만을 구하는 것이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일까요? 

3.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치우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성탄일 가족예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