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5월 구역예배 성경교안

퀸즈장로교회

한 아기
이사야 9:6-7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자기가 지은 피조세계에 사람으로, 그것도 갓난
아이로 오신 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의 우리의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다양성의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9:6) 한 아기는 비록 아기지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놀라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다양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의사가 되라고 합니다.
무조건 판사가 되라고 합니다. 무조건 음악가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 방향으로만 몰아갑니다.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단조롭게
아이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인생을 획일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다양성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것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2. 희망의 아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본문의 앞 절들을 보면 그 흑암의 시대에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사 9:2-5) 그런데 한 아기가 등장하는 것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7a)
작은 한 아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소망이 없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큰 희망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막 8:14-21)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작은 한 아이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아기가 세상에 엄청난 축복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3. 의존의 아기
어느 아기도 자기 힘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존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헤롯의
칼이었습니다.(마 2:13) 아기 예수님 혼자서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주의
사자가 피할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하신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도 이것이었습니다. (눅 23:46)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도 헤롯과 바로처럼 우리 아이들을 헤치려고 온갖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모습으로 칼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자녀에게
있어야 하지만 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바로와 헤롯에게서 지켜내고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아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마침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어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 10:13-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끌지를
결단하십시오. 한 아기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다양성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작은 아이에게 희망의 큰 미래가 있다고 믿고 말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열심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자녀들의 생애를 완성할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
1.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작은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3. 오늘날 아이들을 헤치려 하는 헤롯과 바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습니까?

4.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완성합니까?(사 9:7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