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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본문: 히 2:9-18 
(출 14:13상)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세가지

I.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         )하시기 
위함입니다(9, 17절). 
(히 2: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
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
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히 2: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
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
다.

(히 9:16-17)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
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잇는 동안에는 효
력이 없느니라 

II.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        )
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14,15절). 
(히 2:14)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
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히 2:15)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후 5:4하)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5: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
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4)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 11:25-26)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골 2:3)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III.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험받는 사람들을 (       ) 위함입니다
(16, 18절).
(히 2:16)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히 2:18)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 2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눅 4: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
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눅 4: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눅 4: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