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설교 2006년 10월 15일

본문: 요한복음 8:24, 28, 58 

제목: "내가 그니라" ("I am He")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겠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단 한번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 전 기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본문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물론 이 질문을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청년은 단순히 천재적인 종교창시자였을 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었을까요?  

만약 그 분이 단순히 종교적인 천재성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 분을 

둘러싸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쌓아온 모든 신앙고백과 교회역사와 그 분의 이름을 

외치며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진정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우리 마음 속에 던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너무도 사소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립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해도, 테러의 

위협이 다가와도, 질병이 나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어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쏟아부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돌이켜 잠잠히 성경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앙고백을 통해 분명히 해

왔습니다. 

주후 325년에 쓰여진 니케아 신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그 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를 지니셨다.” 

또 1948년도에 있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저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유명한 요한복음 1:1-18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2000년 전 그 나사렛 목수 청년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또 골로세서 1:15-17 말씀은 어떻습니까?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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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 만물이 모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마를 신성모독이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도마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죄용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나사렛의 목수 청년이 단순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한번이라도 당신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의 관심

성경에는 네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행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의 역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 바로 성령에 의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는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계시하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일곱번의 "나는 

(누구)이다 (I am... Sayings)"이라는 자기계시와 7개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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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요한복음 7-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도 충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 온 몸이 전율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7-8장에 나타난 그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한국어 성경 번역으로는 절대로 그 놀라운 사실을 감지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보음 7-8장은 금광입니다. 요한복음 7-8장에 이르러 우리는 복음서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7-8장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금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배경: 초막절

요한복음 7-8장에 걸쳐 기록된 사건은 모두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2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약 50마일 반경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순례를 와야 하는 세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 초막절은 보통 가을, 10월 중순이 됩니다.  2006년 올해는 지난 주 10월 7 (토) -13일 

(금) 까지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보통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 또는 The Feast

of Booth라고도 하지요. 

요한이 7장과 8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평상시엔 예루살렘에 3만명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300만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숙곳(Sukkot)이라고 부르는 나뭇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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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세가지 상징예식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세가지 상징 예식들을 행하였습니다. 

1. 물의 예식, 2. 빛의 예식, 3.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예식, 이 세가지 예식입니다. 

이 세가지 예식은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의 상징을 예식화 한 것입니다.

1. 물의 예식 

초막절의 첫번째 예식은 물의 예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의 예식은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의 예식을 행하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요한 7:37-38 에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의 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실체가 여기 있다. 바로 내가 그 반석이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 빛의 예식 

초막절의 두번째 예식은 빛의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횃불을 밝히며 빛의 예식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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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요한 8:12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의 상징예식을 통해 기념하고자 하는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실체다.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임재 선포 예식 (Declaration of God's Presence among the People)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8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캠핑생활에 하나님께서도 텐트를 치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 29:45 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 초막절 모든 예식이 

상징하는 핵심이자 절정입니다. 

이 세번째 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46:10, 

시편 115:9-11 

신명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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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 46:10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즉, I 라는 대명사가 세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9-11 (개정판), 

(시 115: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 115: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 115: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He) 라는 대명사가 세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55, 특히 41:4, 43:10, 46:4입니다. 

먼저 (사 41:4, 개정판, English Standard Bible)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Who has performed and done this, calling the generations from the beginning?

I, the LORD, the first, and with the last; I AM HE.

(사 43:10, 개정판, English Standard Bible)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no 

god was formed, nor shall there be any after me.

(사 46:4, 개정판, English Standard Version)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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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o your old age I AM HE and to gray hairs I will carry you.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I AM HE 가 세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I 는 '아니,' He 는 '후'라고 합니다.  

'아니 후,' 즉, 'I am He'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은 그것을 "에고 에이미" (Ego Eimi, e˙gw¿ ei˙mi)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I am He"로 번역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교독하면서 다음과 같이 챈트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후, 아니, 아니 후, 아니 아니 후

에이고, 에이고 에이미, 에이고, 에이고 에이미, 에이고, 에이고 에이미,

I, I am He, I, I am He, I, I am He,  

왜 이 I am He 가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13-14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출 3: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번역된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니 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칠십인역 성경)했을 때, "에이고 에이미 호 온," 바로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이 너무도 거룩하여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모음 없는 자음 네글자(hyha)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 뒤 

'엘로힘'(Lord) 으로 발음하였던 것이죠. 그 네글자의 뜻이 바로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니 후, 에이고 에이미, I am He" 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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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초막절의 안식일에 절기가 최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대제사장은 모세의 노래를 낭독합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39 (개정판, English Standard Version)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See now that I, even I AM HE, and there is no god beside me; I kill and I make 

alive;

I wound and I heal; and there is none that can deliver out of my hand. 

"아니 후", "에이고 에이미"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계시됨으로 초막절이 절정을 이룹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God is in his Temple. Be Still and know I am God,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선포를 받아 다음과 같이 낭송을 합니다. 

아니, 아니 후, 에고, 에고 에이미, I I am He. (물론 영어는 아니겠지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8: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Ego Eimi, e˙gw¿ ei˙mi)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8:24) “I told you that you would die in your sins, for you will die in your sins

unless you believe that I am he."”

(요 8:28) “So Jesus said,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realize that I AM HE, and that I do nothing on my own, but I speak these things 

as the Father instructe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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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8: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John 8:58)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Ego Eimi, e˙gw¿ ei˙mi)"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5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 8: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단순히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취급하였더라면 돌을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막절의 초절정에 신성한 하나님 이름의 고유대명사를 자신을 일컫는데 사용하는 이 사람의 

신성모독을 보고 그들은 돌을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31-33 

(요 10: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 10: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 10: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I AM HE(Ego Eimi, e˙gw¿ ei˙mi)가 언급된 부분

"I AM HE"를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에 (Ego Eimi, e˙gw¿ ei˙mi)가 일곱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시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Ego Eimi, e˙gw¿ ei˙mi) 하시니라”

(요 4:26) “Jesus said to her, "I AM HE,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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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20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 6: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6: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 6:20) “이르시되 내니(Ego Eimi, e˙gw¿ ei˙mi) 두려워 말라 하신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Ego Eimi, e˙gw¿ ei˙mi)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요 18: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맺음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현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도, 재림의 약속도 모두 새롭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 분은 단순히 갈릴리의 한 목수 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분이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요한 1:1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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