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_12 109108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요인으로 흔히 재물

과 일을 떠올립니다. 재물을 얻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지

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관

계’입니다. 

관계가 끊기거나 안 좋아져서 생기는 고통은 재물의 손실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고통과는 견

줄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우리에게 숨 막히는 고통을 줍니다.

반면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끼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느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

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행복이신 삼위의 하느님과 일치할 수

예수 성탄, 유화, 지거 쾨더(1925- ), 독일

성화 설명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입을 맞추고 있고 요셉은 머리를

괸 채 꿈에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하느님의 말 을 듣고 있다.

또 밖에는 한 소녀가 손을 모아 경배하고 있다. 예수님의 조상

인 다윗왕이 받쳐 든 구유에는 십자가에 붙을 명패(INRI)가 있

다. 백장미 다섯 송이는 예수님의 오상을 상징하며 외양간을 받

치고 있는 세 개의 들보는 골고타에 세워질 세 개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성경 읽기(마태 1, 18-2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 는데, 그들이 같이 살

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 다. 요셉이 그렇

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 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

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

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 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보아라, 동정녀가 잉태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하신 말 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하느님께

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로 아내를 맞아들 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 다. 

완전한 행복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

히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인류 역사에 일

어났으니 바로 구세주의 강생, 즉 성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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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을 세상에 내시면서 이상향인‘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

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상 로 지은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난 인간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해 갖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느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지만 인간은

그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며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국 당신 아들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성자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

서 곧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따라서 예수님 안에 하느님과 인간이 일치를 이루

는 은총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절 적으로 필요한

일치의 은총의 원천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

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 6).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의 행복을 위한 하느님의 배려와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

해 주신 선물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의미를 새겨 우리 역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삼위의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

느님의 광과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배려와 사랑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종종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 맘에

드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자,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식이지요. 이기적이고, 폐쇄

적이고, 배타적이며 선택적입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말 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다른 이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사랑의 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타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

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아가페(Agape)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자기 맘에 드는 사

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미워할 구석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

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이웃도 사랑의 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삶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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