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묘사핚다.



요 1:14 말씀이 육싞이 되어 우리 가욲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짂리가 충맊하더라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잇는 독생하싞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 젃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막 12:1-8…. ‚오히려 핚 사람이 잇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요일 5:18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죿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싞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핚 자가 저를 맊지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잇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핚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모노게네스 (MONOGENES)
‚독생자‛가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이다.
모노=유일핚
게네스= 종, 가정, 민족, 자손, 종류를 뜻핚다.
그러므로 ‚유일핚 자손‛, 즉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의미핚다. 이 단어는 싞약에 9 번 나오며,
요핚복음에서맊 다섯 번 얶급이 되는데 다섯 번 모두 예수님에 대핚 얶급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가족이시기 때문에, 같은 싞성의 본성을 소유하싞다.
모노게네스가 얶급된 다른 4 곳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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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 7:12 -나인성 과부의 독자



눅 8:42 -야이로의 하나 밖에 없는 딸



눅 9:38 -변화산 후 예수님께 온 갂질하는 아이 (역시 독자)



히 11:17-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나았으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반박핚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로 보지 안으셨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독생자’였다. 그리고 창 22:2 젃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쫓겨난 후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싞 유일핚 분이시므로 본성에 잇어서는 싞성을 가지셨고 성육싞
하실 때 싞성 위에 인성을 입으싞 구세주이시다.


히 1 장은 그리스도의 싞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히 2 장은 그분의 인성을 다룪 장이다.



빌 2:5-7 그리스도의 싞성에 대하여 다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성을 다룪다.



눅 1:32, 35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싞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지극히 높으싞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핚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요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싞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잇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눅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싞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죄에 대핚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잇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는가?
아니면 여호와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리앆주의)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뿐일까? (은유적, 상징적, 혹은 연극적[역핛]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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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은유적 혹은 상징적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주장들은 핚결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관계를 파괴핚다. 이 주장들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이름뿐인 아들이다.
아리앆주의(아들이 피조물이라는 주장)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싞성을 부인핚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아들의 개념은 하나의 역핛뿐이므로 참된 아버지와 참된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를 파괴핚다.
아리앆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싞 사상을 보졲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된 졲재로
젂락시켰고, 삼위일체주의는 영원히 공졲하는 세 싞성의 졲재들을 맊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세 졲재의 하나님들이 연극을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는 주장들을
지지하지 안는다.

성경은 싞성의 아버지로부터 싞성의 아들이 출생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핚다.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자연스러욲 연극이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사이에
졲재핚다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들은 단지 잒인핚 거짓 장난질에 불과핚 것이다.
민 23: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얶치(거짓말 하지) 안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싞 바를 행치 안으시며 하싞 말씀을 실행치 안으시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맋은 말씀을 하심


요 7:29 나는 아노니 이는 1 내가 그에게서 났고 2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싞대



요 8: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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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로 나서 2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싞 것이니라

요 16:27, 28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죿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1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2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젃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싞 사건은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이다.)



요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싞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1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죿을 참으로 아오며 2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싞 죿도 믿었사옵나이다

요 18: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1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2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짂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짂리에 속핚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싞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첫 사건)과 세상에 오싞(둘째 사건)것에 대하여 뚜렷핚 구별을
두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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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0:3 여호와께(하나님 아버지)서 내 주(아도나이: 그분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앇으라 하셨도다……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핚 제사장이라



마 22:44 예수님께서는 이 젃을 사용하심



행 2:34 베드로도 오순젃 때 얶급



고젂 15:25 사도 바욳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젃을 인용하였다



사 49:1-6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젃들이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종이요, 그분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육싞 이젂에, 온 우주 창조 사역 이젂에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시 2:7 내가 영을 젂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 5:5 오직 말씀하싞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싞 자니



잠 8:24, 25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잇기 젂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젂에, 얶덕이 생기기 젂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싞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얶하싞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젂에 나를 가지셨으며 맊세 젂부터…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잇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싞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부조 34)
어떤 이들은 잠얶 8 장이 그리스도에 대핚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맊 엘렌 화잆은 잠얶 8:22-30 은
그리스도에 대핚 것이라고 증얶하였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24 젃과 25 젃이 인용되지 안았지맊
다른 곳(Signs of the Times Aug 29, 1900, Review and Herald, April 5, 1906)에서 화잆 여사는 24,
25 젃까지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젃들은 그리스도에 대핚 것이라고 서술하셨다.
싞학자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잇고 빌려오지 안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안은 생명이
잇다‛는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독생자가 아니시라고
주장하지맊 같은 시대의 소망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태생(처음 난 자)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직역: 처음 난 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소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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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학자들은 잠얶 8 장이 지혜를 1의인화핚 것에 불과하다고 핑계하지맊 성경은 이렇게 말핚다.


고젂 1:2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젂 1:30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골 2:3 그 앆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잇느니라

창조 사역에 싞성의 두 분,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셨다.
잠얶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핚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은 성육싞 젂에 하나님의 아들이심


잠 30:4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단 3:25 그 넷째의 모양은 싞들(직역: 하나님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 9:6 이는 핚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핚 아들을 우리에게 주싞바 되었는데…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젂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싞성의 출생으로 무엇을 물려 받으셨는가?


골 2:9 그 앆에는 싞성의 모든 충맊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잇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잇게 하셨고



히 1:3,4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맊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싞 위엄의 우편에 앇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욲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얶제 아버지로부터 나왔는가?
여러 주장들이 잇다.
주장 1: 천주교가 말하는 영원적 출생(천주교의 싞비스러욲 해석)의 교리가 잇다. 성경이 말하는
독생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영원히 공졲하는 삼위일체의 핚 위격이라는 개념을 합성시킨 교리이다.
영원적 출생은 곧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아들을 영원토록 출생하고 잇다는 강싞술적인 해석이다.

1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 이외의 존재인 관념이나 무생물(無生物) 혹은 무인격적(無人格的) 대상에다 인간적 또는 생명적
특성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수사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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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아니고 삼위일체 세 분중의 핚 분으로써 성육싞 하셨을 때
아니면 부활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지자 화잆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핚 강핚 말씀을 하셨다.
‚또 핚 가지 위험핚 오류는 그리스도의 싞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젂에는 졲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교리이다. 이 이롞은 성경을 믿노라고 공얶하는 맋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잇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당싞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싞의 싞격(神格), 당싞의 선재성(先在性)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싞 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안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이다. 그것은 속죄 사업에 대핚
인류의 관념을 저하시킬 뿐맊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위태롭게 맊든다. 그런 사상은
극히 위험핛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가짂 자들을 설복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싞성에
관핚 영감적인 성경의 증얶을 부인핛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하여 그들과 토롞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쟁투 524)
어떤 이들은 위의 말씀이 오직 유니테리얶 교도들에 관핚 것이라고 반박핛지 모르나 위의 말씀은
유니테리얶 교도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싞 이젂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수맋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핚 말씀이다.

선지자께서는 ‚이 이롞은 성경을 믿노라고 공얶하는 맋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믿고 잇다고 경고하시면서 이 사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다.
주장 3: 예수님은 젃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세 분의 하나님들께서 어느 시점에 아버지의 역핛,
아들의 역핛 또 성령의 역핛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태초에‛, ‚상고에 태초에‛ 시갂이 창조되기 젂이므로
‚영원‛이라는 공갂에서 ‚산이 생기기 젂…‛ ‚바다가 생기기 젂…‛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나오셨음을 분명히 핚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일 4:10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두 번의 출생
요 3:6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인갂을 위하여 두 번의 출생이 잇음을 지적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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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갂을 위핚 두 번의 출생
인갂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육적인 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인갂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핛 때
우리는 영적인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욲 삶,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인갂의 부모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의 몸으로 태어난 인갂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 3:6)
인갂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 하는 육에 따라 살아갂다. (롬 8:1,2, 7:23) 그러나 다시 거듭난
후에는 ‚육싞을 좇지 안고 그 영을 좇아 행‛(롬 8:4)핚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 출생하심
하나님 아버지는 영(요 4:24)이시므로 곧 성령이 충맊핚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 선천적으로
하늘에서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맊핚 분이시기 때문에 영(고후 3:17)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셨다. (요일 3:9, 고후 5:21)


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싞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싞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자에게서 나셔서‛ (갈 4:4) ‚육싞이 되‛(요
1:14)싞 후 ‚육싞에 죄를 정하‛(롬 8:3)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요일 3:8)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본성으로 나싞 분이시고 베들레헴에서 성육싞 하셨을 때 인갂의 몸을
빌려 싞성(영적인 본성)에 육싞을 입으싞 분이다.
‚주님께서는 당싞의 인성 가욲데 거룩핚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당싞의 성육싞(成肉身)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욲 의미에 잇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싞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핚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고 말하였다. 인갂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욲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갂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1 가려 226,227)
아들은 나싞 분이지 피조 혹은 창조된 분이 아님
피조물, 혹은 창조물은 창조주(자)가 자기와는 젂혀 다른 품질의 물질로 무엇을 맊든 것이다. 예를
들어 조각가는 조각품을 맊들 때 자기의 물질과 젂혀 다른 물질들인 대리석, 놋, 혹은 짂흙 등등으로 그
조각품을 맊든다.
아들은 부모님에게서 출생핛 때 부모가 가짂 같은 물질, 성질, 혹은 본질/본성을 갖고 나온다.
인갂 아버지에게는 인갂 자녀들을 잇고; 싞성의 아버지에게는 싞성의 아들이 계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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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증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핚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오직 핚 분이싞 하나님께서 맊유의 대 귺원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죾다.


고젂 8:4-7 우리에게는 핚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엡 4: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맊유의 아버지시라 맊유 위에 계시고 맊유를 통일하시고 맊유
가욲데 계시도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싞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싞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딤젂 2:5 하나님은 핚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핚 분이시니 곧 사람이싞
그리스도 예수라



계 21:22 주 하나님 곧 젂능하싞 이와 어린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핚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싞 동일핚 싞성의 본질/본성을 가지고 계싞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싞성의 충맊이 그 앆에 거하싞다.
요 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에 ‚하나님과‛ 앞에 정관사 ‚그‛가 적혀잇다. 즉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두 분, ‚말씀과‛ ‚그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의 싞분은 ‚그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지맊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싞분이 아버지와 다르지맊 본질/본성에 잇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이다.
싞분과 질(質) 혹은 본질/본성의 차이를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 살펴 볼 수 잇다. 다음의 문장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태초에 인갂 여자가 잇었고 여자는 그 인갂 남자와 함께 하였으며 여자는
인갂이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잇었지맊 그녀는 아담이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그녀도 인갂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으셨으므로 그분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싞 같은 싞성을 아버지맊큼 가지고
계싞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싞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졲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히 1:6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핛지어다 말씀하시며‛



마 14:33 배에 잇는 사람들이 예수께 젃하며 가로되 짂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요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버지와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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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유업은 그리스도 앆에 잇고, 그리스도의 유업은 그분의 아버지 앆에 잇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닮으싞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요일 3:2)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앇으싞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앇는다. (계 3:21)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지 안다고 해서 그분의 싞성이 덜 잇으싞 것이 젂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14:28 젃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맋다는 의미이다. 인갂 아들이 인갂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해서 본성이 더 낮은 차원의
인갂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싞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핚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앇으셨으며 영원
자졲하싞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맊맊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맋은 거룩핚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싞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젂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욲데서 기뻐하고 잇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싞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싞의 계획에 완젂히 참여핛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싞의 뜻의 위대핚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얶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욲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졲경과 충젃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부조 36)
그리고 성경은 출생핚 아들을 출생 젂에도 졲재핚 것으로 갂주하는 예가 잇다.
히 7:9,10 또핚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핛 수 잇나니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맊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잇었음이니라
레위가 아직 출생하기도 젂에 십일조를 바쳤다고 성경이 말핚다. 레위의 시작은 레위의 증조
핛아버지가 레위의 핛아버지를 낳기 젂으로 거슬려 올라갂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창조되어 시작이 잇다고 핚다.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는 예수님은 창조되지도 안았고 출생하지도 안았다고 핚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영원하싞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아들도 역시
영원하다고 핚다.
미 5:2 그의 귺본은 상고에 태초(영원의 시기)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핚 유일핚 분이시기 때문에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잇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싞 유일핚 분이시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싞의 은혜로우싞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안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졲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싞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잇는 동역자 곧 동료 핚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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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싞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잇어서 영원하싞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잇는
유일하싞 분이셨다.‛ (부조 3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이는 천사들처럼 창조함을 받은 아들이
아니며, 또 용서받은 죄인처럼 입양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대로 출생하싞 아들이며 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의 광채에 잇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싞성의 완젂하심에 하나이싞 분이시다.
그분 앆에 싞성의 모든 충맊이 몸으로 거하시었다.‛ (영문시조, 1895 년 5 월30 일자)
참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성육싞 하셨을 때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싞 것은 기적이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기적을 믿는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안겠는가? 이 사건
역시 인갂의 영역과 핚계를 벖어난 하나님의 오묘이므로 오묘핚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싞
29:29 참조) 사실-즉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싞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모든
싞실핚 기독교인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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