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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共感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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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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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당신 입장이었던(be in your shoes) 적이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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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셋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요 1:14b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2.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18절 말씀 중에

서 절정인 말씀으로, 기독교 진리의 가장 특수하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가진 ‘하나
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a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
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이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14절은 그 하나님이신 Logos, 말
씀이 인간이 되신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상적
인 진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 안에(In carnation) 들어 오셨다. 한자로
도성인신(道成人身),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 충만하더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
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6.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다 공감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요. 우리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
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도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지
못해서 생활현장에서 도무지 감동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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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미국 선교사라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국 농촌

‘거하시매’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케노샌(ἐσκήνωσεν)’은 ‘천막을 치다, 거
처하다, 살다’를 의미하는 ‘에스케노(ἐσκήνω)’에서 파생된 말로 “장막에 산다”
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누추
한 성막에 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죄인
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처하실 곳을 정하셨다, “함께 한 집에서 모든 의식주를
같이하셨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연세대학교 상담학 권수영 교수, <치유하는 인간>
“공감(empathy)은 동감(sympathy)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를 구해줄 방법을 강구하는 게 동감하는 태도라면, 공감은
웅덩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와 함께 머무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 바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
간에 들어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
탄절에 우리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공감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이 입은 한복을 입고 한국인의 음식을 먹으며,

4. 어떤 인간관계도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하면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 내려가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 내려가고 부모는 자녀의 자리에 내려 앉고 자녀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
성육신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릴 것입니다.

양녀양자를 등에 띠를 매어 업고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셨던 분
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
건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밀려오는
지 몰라요(히 4:15). 공감의 예수님을 모신 우리 역
시 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다른 사람
의 아픔을 헤아리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
습니까? 그 때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12/19 요절 말씀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