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5 • MARY THE PROPHETESS   

 12월 15일 • 선지자 마리아 

큰 소리로 누가 복음 1장 46절~55절을 읽으십시오.   

1: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51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말씀 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놀라운 축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오직 마리아에게 행하신 위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의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는 그것을 짐처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소망가운데 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의 당황스러움과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러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약속들을 향해 메아리처럼 선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 전능하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인간들의 잘못됨을 

어떻게 바꾸실지 선포합니다.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린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며 

부자들은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의 질서와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는 곧 

태어나실 이 왕을 통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의 구원의 계획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