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8(597)     2021.12.5. 

1. 로마서 8장 암송 14주차 최종 점검

2. 2021년 성경읽기표 제출 (오늘 마감)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개역개정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3, 연말 정기공동의회: 오늘 2부예배 후 본당 

4, 순장모임: 다음 주 2부예배 후 

5. 2022년도 달력은 배송 지연으로 인하여 1월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12/06 (월) 삿 18:21-31 에베소서 1-4 

12/07 (화) 삿 19:1-10 에베소서 5-6 

12/08 (수) 삿 19:11-21 빌립보서 1-4 

12/09 (목) 삿 19:22-30 골로새서 1-4 

12/10 (금) 삿 20:1-7 데살로니가전서 1-5 

12/11 (토) 삿 20:8-28 데살로니가후서 1-3 

12/12 (주) 삿 20:29-48 디모데전서 1-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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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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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6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4번 (요한복음 1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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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9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태복음 1장 18-2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예수 시리즈 (1) 예수는 임마누엘”………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101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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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이 참혹한 세상” (사사기 19장 22-30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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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녀 잉태는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1) 처녀 잉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 즈음 이사

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사

용된 ‘처녀’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 사건을 기록함으

로써,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이

심을 증거했습니다. 

 

2) 처녀 마리아의 예수 잉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 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

류에게 전가되어 온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2. 이사야 7장 14절의 하나님 약속은 마리아의 잉태로 성취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구원

의 표적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은 실현 불가

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한 처

녀 마리아의 잉태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두 다 성

취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의 뜻과 계획이 성취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주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3.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1)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

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Q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significant that Jesus’ birth 

was foretold hundreds of years before it happened?) 

 

 

 

Q2.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였습니까? (What led you to believe in Jesus as God’s Son?) 

 

 

 

Q3. 하나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당신과 어떻게 ‘함께’ 해오셨

습니까? (How has God been “with” you in recent months?) 

 

 

 

 

Q4. 가정, 직장 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What are some 

specific ways you have experienced God’s presence in your 

areas of life?)  

 

 

 

 

 

 

  
 

11월 28일 헌금통계 $2,18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