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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본문: 누가복음 1:26-30 (Luke 1:26-30)

*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I. (               ) 마음(Anxiety)
(눅 1:26-30)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29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눅 1:31-33)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눅 1:34-37)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눅 1: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눅 1: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My spirit finds its joy in God)

II. (            )하는 마음(Resentment)
(마 1:18-19)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 1:20-21)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느 8:10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The joy of the Lord will be your strength!

III. (            )스런 마음(Confusion)
(마 2:1-3)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마 2:9-10)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시 119: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마 2: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시 51: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