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6 • GOD WITH US AS NEVER BEFORE   

 12월 16일 • 임마누엘 하나님 

큰 소리로 마태 복음 1장 18절~25절을 읽으십시오.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이 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의 정혼을 깨뜨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약혼을 깨뜨린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배신을 인하여 

그녀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고 맹렬히 

비난함으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요셉은 조용히 결혼관계를 끝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인간 

역사 속의 놀라운 진리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수 세기에 걸쳐 간직해왔던 소망이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마리아는 결코 요셉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의 유명한 히브리 이름 중의 한 가지 입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의 이름도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왜냐면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리아와 북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 

맞닥뜨린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서 이 연합군이 패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로 하나님께서는 젊은 여인(아마도 

이사야의 아내이거나 아하스 왕의 아내)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위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때쯤 

수리아와 북 이스라엘은 앗수리아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아주 중대한 순간을 보면서 현재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름 모를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되었다면 

예수의 태어나심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천사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태는 이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아”라는 말은 “그 남자가 그 여자와 잤어”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때어날 때까지 처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을 말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는 마리아의 처녀성이 

지속된다는 비 성경적인 단언을 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관계가 마치 죄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여타 

부부들처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첫날밤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는 첫날밤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남편 요셉을 신실하게 사랑한 마리아의 덕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