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3 • ANNOUNCING THE KING’S ARRIVAL  

12월 13일 •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다 

큰 소리로 누가복음 1장 26절~38절을 읽으십시오.   

1: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드디어 수세기가 지나고 수 천 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은 지 약 60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 왕께서는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 불리는 갈릴리 오지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자손으로 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 믿을 수 없었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가질 만한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선지들이 말한 것은 시적인 것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의 왕께서는 문자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탄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벌써 아이를 가진지 여섯 달이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의 앞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 말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 분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