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51호(544)        2020.12.20. 

1.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우편투표 결과:

2. 양육과정 2021년 1월 온라인(Zoom) 개강.

신청자 모집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 

3. 성탄절예배 12/25(금) 오전 11시

(12/25일은 새벽예배와 금요예배가 없습니다.)

4. 송구영신 영상예배 12/31(목) 저녁 11시

5. 2021년부터 새벽예배 본문이 [매일성경]으로 변경됩니다.

12/21 (월) 미가 4:6-5:1 베드로전서 1-5 

12/22 (화) 미가 5:2-9 베드로후서 1-3 

12/23 (수) 미가 5:10-15 요한1서 1-5 

12/24 (목) 미가 6:1-5 요한2서 1 

12/25 (금) 이사야 7:10-17 요한3서 1 

12/26 (토) 미가 6:6-8 유다서 1 

12/27 (주) 주일설교본문 요한계시록 1-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113장 ………………………………다함께 

● 교 독 문 ……………… 45번 (요한복음 3장)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125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태복음 1장 18-21절  ………………………다함께 

말씀강해 ……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115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그리스도와 주 되시는 예수” (누가복음 2장 11절)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 
 

마태복음 1장 18-21절 
  

 

◆ 서론. 동정녀 잉태가 왜 중요한가?  

  

◆ 본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1.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 했는가? 

1)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 

= 원죄(Original sin) + 자범죄 

2) 죄를 용서하시려면,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음  

=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가? 

1) 성탄이 기쁜 소식(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이다.  

2)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음 

3)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 

 

◆ 결론. 모든 이들이 믿어야 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께 부르짖으라> 

 

내전을 피해 중동에서 보트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오던 난민들이 있었습

니다. 작은 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 있어서 보기만 해도 위

태로운 보트들이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를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보트들이 뒤집히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보트에 탄 난민들이 다가오는 폭풍우를 보고 주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보트의 기도

를 듣고 하나님을 크게 외치는 다른 보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폭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기

도를 하던 난민 중 몇 사람은 폭풍 속에서 빛이 나는 어떤 형체를 목격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라진 폭풍 때문에 난민들은 무사히 그리스에 도착하게 됐

고,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난민들은 폭풍우가 사라진 것이 기도 때문이

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리스에 무사히 도착한 난민들의 간증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

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

적과도 같은 일들로 구원하십니다. 

암흑 속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날지라도 포

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2월 13일 헌금통계 $2,89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