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9 • A LIGHT TO THE GENTILES 

 12월 19일 • 이방인을 비추는 빛 

큰 소리로 누가 복음 2장 22절~35절을 읽으십시오.   

2: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뒤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산모의 정결기간이 지난 뒤에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한 집안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내아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 속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일년 된 숫양을 제물로 가져오라고 

율법에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그 가정이 매우 가난해서 숫양을 가져올 능력이 되지 않을 때만 비둘기 

두 마리를 대신 바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므온이라는 노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날 시므온을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그의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보는 특권을 

누렸으므로 이제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지구 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이방인 곧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업적이며, 그들이 택함 받은 

목적이며, 세상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계시의 정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듣고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므온의 

마지막 말은 마리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만들어 세상의 높은 자를 낮추고 미련하고 낮은 자를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녀는 그녀의 사랑스런 아들이 고초를 당하고 벌거벗겨 져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로마 군의 십자가 위에 못박혀 달리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버려짐과 고통 안에서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위선이 명백해 질 것입니다. 그 어두운 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를 대적하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편에 설 

용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