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22 • GOD’S MESSAGE IN FLESH 

 12월 22일 • 성육신 

큰 소리로 요한 복음 1장 1절~18절을 읽으십시오.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주 거대한 개요로 말합니다. 그는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가 

시작한 것과 같이 “태초에……” 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받는 쪽에 집중하였다면 요한은 하나님 즉 

주는 쪽에 집중합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명사인 이 단어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뜻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서로의 생각, 감정 등을 전달 혹은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 그의 최고의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 메시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물이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도 이 메시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이 메시지 

곧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분은 사람들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분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빛이었습니다. 요한(요한복음을 쓴 사도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사촌 

세례요한을 말함)은 이 빛에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은 매우 슬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그의 빛으로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조차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은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초자연적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 들입니다. 이 거듭남은 살과 피와 인간의 의지로 인한 보통의 육신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특권을 허락해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과 함께한 자들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곧 이 메시지의 

경이로운 영광을 보았음을 설명합니다. 그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요한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묘사합니다. 그 분은 모든 선과 진리의 참 



근원되십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보거나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이 우리에게 그 분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