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25 • COME! 

 12월 25일 • 오라! 

큰 소리로 요한 계시록 22장 12절~17절을 읽으십시오.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요한은 또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마지막 환란 때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생한 그림들과 상징들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어 갈수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선택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제일 처음과 맨 나중의 글자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A와 Z 곧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삶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요 다윗의 후손이요 광명한 새벽 별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자체이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분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탱하시며 사랑하는 

신부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라”고 외치십니다. 교회와 주님의 

신부들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매우 

목마른 자도 예수님께로 “오라”할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격려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깨달아 진정한 삶을 그 분에게서 찾기 원하고 그 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 분과 함께 하는 

영생으로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분께 우리를 내어드려서 그 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도록 해 드린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쁨과 기대로 

그 분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