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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 이며 성경의 핵심 구

들 하나입니다.이 말 은 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 입니다.이

시간 이 구 을 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에 해 생각해 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해 말합니다.‘하나님의 독생자’

라는말은‘하나님의외아들’곧하나님과의유일한 계와신 본질

을 나타내는 말입니다.사람들에게도 외아들이 있습니다.그 외아들

은 그의 부모와 아들의 계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외아들이 있습니다.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들은 그 분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이 풍성하게 증거하

는 바입니다. 수님의 열두 제자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제자인

베드로는 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니다”고고백하 습니다(마16:16).마가는신약의두번째책의첫

을“하나님의아들 수그리스도복음의시작이라”고썼습니다(막

1:1).이와 같이,성경은 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수님이하나님의아들이시라는증거는무엇입니까?성경

은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첫째로,성경은 수님의 제자들이

수님의 신 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수님의 열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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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다음으로 수님의측근자 던요한은그의첫번째서신에서

“태 부터있는생명의말 에 하여는우리가들은바요 으로본

바요주목하고우리손으로만진바라”고고백하 고(요일1:1),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말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매 우리가 그 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요 은혜와 진리

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증거하 습니다.

둘째로,성경은 수님의 행하신 기 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증거한다고말합니다.요한복음20:30-31은말하기를,“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 도 많이 행하셨으

나오직이것을기록함은 희로 수께서하나님의아들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

게하려함이니라”고하 습니다. 수님이물로포도주를만드신것

이사실이라면, 수님께서떡다섯개로오천명을먹이신것이사실

이라면,그리고 수님께서죽은지나흘이나된나사로를살리신것

이 사실이라면,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로,성경은 수님의부활이그가하나님의아들이심을증거한

다고말합니다.바울은로마서를다음과같이시작합니다.“수그리

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

정함을입었으니이복음은하나님이선지자들로말미암아그의아들

에 하여성경에미리약속하신것이라.이아들로말하면육신으로

는다윗의 통에서나셨고성결의 으로는죽은가운데서부활하여

능력으로하나님의아들로인정되셨으니곧우리주 수그리스도시

니라.”만일 수님이 십자가 에서 죽고 마셨다면,그의 모든 주장

과아마그의기 들의증거들까지도헛되게될것입니다.그러나그

가죽은지삼일만에부활하신것이사실이라면,그는확실히하나님

의 아들,곧 신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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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성경에 기록된 로 수님을 직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

을듣고그와의교제를통해그의인격 감화를느 던자들의증언

들을통해, 그의제자들이증거한그의많은기 들을통해, 그

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때,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독생자를 세상에보내주셨다는 사실

을 부수 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될것입니다.그러므로요한복음1:18은“본래하나님을본사람

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통본문)

고 말하 습니다.독생자 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

하나님은독생자를주셨습니다.본문은“하나님이독생자를주셨으

니”라고말합니다.하나님께서독생자를‘주셨다’는말은,하나님께서

독생자를세상에보내주셨다는뜻입니다. 수님은“아버지께서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 하셨습니다(요 17:18;20:21).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차매하나님이그아들을보내사여자에게서나게하시고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 습니다(갈 4:4).

하나님께서독생자를‘주셨다’는말은,자기독생자를많은사람

들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요한은 그의 첫

번째서신에서,“하나님이우리를사랑하사우리죄를 하여화목제

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 습니다(요일 4:10).‘화목제’는 ‘유화

제’라는뜻입니다. 수님은자신이세상에온것이자기목숨을많은

사람을 신한 속죄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 하셨습니다(마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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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십자가에 내어주시

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목 이 무엇입니까?그것

은 오늘 본문 말 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하심이었습니다.하나님께서자기독생자를세상에주신목 은,

죄인들이그를믿음으로 생을 얻게 하기 함입니다.요한은요한

복음 끝에서도,“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표 도많이행하셨으나오직이것을기록함은 희로 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하 습니

다(요 20:30-31).

인간은 죄로 인해 으로,육신 으로 죽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

가 되었고 원한 멸망,곧 지옥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독생자를세상에보내셔서 생을얻게하신것입니다.

그래서성경은,하나님께서죄인들을살리려고 독생자를보내셨다

고표 하 습니다.요한은그의첫번째서신에서“하나님이자기의

독생자를세상에보내심은 로말미암아우리를살리려하심이니라”

고 표 하 습니다(요일 4:9).

성경은 ,하나님께서죄인들을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보내셨다

고 표 하 습니다.요한복음 3:17에 보면, 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 하려 하심이 아니요 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표 하 습니다.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

기를,“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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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

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 습니다(갈 4:4-5).

이와 같이,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속죄제물로십자가에내어주신것은,죄인들에게 생을주시

기 해서,죄인들을 살리시기 해서,죄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동기

마지막으로,하나님께서자기독생자를세상에주신동기는무엇입

니까?그것은한마디로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오늘읽은본문에

서 수님은 말 하시기를,“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주셨으니이는 를믿는자마다멸망치않고 생을얻게하려

하심이니라”고말 하셨습니다.하나님께서자기독생자를이세상에

보내시고십자가에내어주신동기는그가세상에사는인생들을사랑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기이었습니다.

바울은,“우리가아직죄인되었을때에그리스도께서우리를 하

여 죽으심으로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의사랑을 확증하셨느

니라”고 말하 습니다(롬 5:8).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우리가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

고순종하지도않았을때,우리가오히려그의계명을거역하여그와

원수가 되었고 그의 진노를 사고 있었을 때,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해자기아들을십자가에속죄제물로내어주셨던것입니다.하나님

의 아들 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형벌을 신하여십자가에죽으셨습니다.그것은죄인들을사랑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증거하기를,“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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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나타난바되었으니하나님이자기의독생자를세상에보내심

은 로말미암아우리를살리려하심이니라.사랑은여기있으니우

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하 습니

다(요일4:9-10).그의 말과 같이,우리가 먼 하나님을사랑한것이

아니고,하나님께서 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우리를 사랑하시되우리를 해자기아들을희생하

실정도로사랑하셨습니다.그것은우리의그어떤사랑보다더뛰어

난 사랑이었습니다.우리는 이웃을 희생 으로 사랑한 이 별로 없

었고 더더욱 하나님을 그 게 사랑한 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별로 사랑스럽지도 귀하지도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하나님께서계신것을아십니까?그가온세상을만드셨고

지 도 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아십니까?여러분은 수 그리스도

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십니까?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아십니까?여러분은하나님께서독생자를세상에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목 을 아십니까?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

자를주신것이인류를사랑하셨기때문이며죄인들이 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아십니까?

오늘여기에모인여러분은다하나님께서계신것과그가온세상을

만드셨고지 도 리하고다스리고계심을아시기를바랍니다.여러분

은그하나님께서세상을사랑하셔서독생자 수그리스도를보내주셨

고 그를 믿는 자로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셨음을 알게 되기

를 바랍니다.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독생자 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를 바랍니다.여러분은 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진실히 수 그리스도

를믿고구원을얻고 생을얻고하나님의자녀가되시기를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