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8 • HEAVEN’S GREATEST ANNOUNCEMENT 

 12월 18일 • 천국에서 온 위대한 소식 

큰 소리로 누가 복음 2장 8절~21절을 읽으십시오.   

2: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모세의 뒤를 이으며 다윗 왕을 뛰어넘을 아브라함의 축복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역사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예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탄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왕, 정부관직자, 아니면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 하나님께서는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날과 같이 옛날에도 목동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 주는 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날밤에 천사들을 통해 

알려주신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으로 인해 목동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곧 

천사는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동들에게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태어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어로 “Christ”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곧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신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왕과 선지자 모두 격식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천사는 목동들에게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강보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 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첫날을 마구간에 보내신 유일한 아기셨습니다.  

 

갑자기 하나였던 천사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자 중에서 

그의 약속하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천사들은 천국으로 돌아가고 목동들은 이 아기를 찾으러 

마을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었는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1세기에 세상적으로 위대했던 자들은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 날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찬양하게 하시고 들판의 몇 명 되지 않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새로이 태어나신, 여호와의 왕은 세상에 알려진 왕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줄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