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7 • THE HUMBLEST OF ARRIVALS   

 12월 17일 • 가장 겸손하신 왕 

큰 소리로 누가 복음 2장 1절~7절을 읽으십시오.   

2: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비록 마리아와 요셉이 이스라엘의 북쪽 땅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특별한 왕을 이스라엘 남쪽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심으로 그 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카이사르의 법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으므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의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오는 바람에 이 작은 마을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마을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지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관 밖의 마구간에서 가축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의 동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왕권은 뒤로 하고 스스로 겸손히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로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상원의원과 필적한 만큼 부를 축적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두개인의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밤공기에 몸을 움츠리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짚으로 가득한 말구유에 그 분을 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스스로 모든 특권과 혜택을 

버리신 하나님과 우리의 특권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