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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1월 구역공과 

* 제목: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본문: 마태복음 1:18-21 

서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대신 
산타 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조차도 다 잊어 버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는 이제 주인공이 빠진 생일파티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
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 일로 요셉이 고민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을 알려 주시고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 주셨
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
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대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
니다. 예수님은 낮고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
름은 그 당시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흔한 
이름을 붙여 주셔서 메시아로 오신 이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으로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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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런데 그 죄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
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증거합니다.(행4:12)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유일한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토의질문: 
1. 하나님은 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

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2. 예수님은 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읽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나누십시오. 

결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
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땅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은밀
하게 서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
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
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