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50(599)     2021.12.19. 

1. 선교회 회장 모임: 오늘 2부예배 후

2. 기관장 모임: 12/26(주일) 2부 예배 후

3. 12월 21일(화)-25일(토) 기간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12/24 금요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4. 성탄절 연합예배: 12/25(토) 오전 11시

5. 송구영신예배: 12/31(금) 오후 11시

6. 2022년도 1-2월 매일성경 큐티책 주문 신청: 오늘 신청마감

7. 유니아 선교회 큐티모임: 1/12~2/23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8. 교리대학 1학기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13주 과정

1/17(월)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Zoom으로 수업 진행 

신청 마감 12/26(주). 교재비 $20 (신청 문의: 김영목 목사) 

9. 신년특별새벽예배: 1월 4일(화)~8일(토)

   (5일 모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0. 개역개정성경책이 도착했습니다. 예배 후 1층 재정부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성민 집사)

11. 미중서부 토네이도 피해자를 위한 성금모금

12. 부고: 故 장정규 성도님(장수경 집사님 부친) 소천

슬픔 가운데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예수 시리즈’ 설교 계획 

① 12/5 예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25절)

② 12/12 예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1장 1-9절)

③ 12/19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누가복음 2장 4-20절)

④ 12/26 예수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 (누가복음 1장 26-33절)

⑤ 1/2 예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 (누가복음 2장 25-35절)

⑥ 1/9 예수는 그의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마태복음 2장 1-6절)

12/20 (월) 욜 3: 9-21 야고보서 1-5 

12/21 (화) 몬 1:1-16 베드로전서 1-5 

12/22 (수) 몬 1:17-25 베드로후서 1-3 

12/23 (목) 골 1:1-14 요한1서 1-5 

12/24 (금) 골 1:15-23 요한2서 1 

12/25 (토) 골 1:24-2:5 요한3서 1 

12/26 (주) 골 2:6-15 유다서 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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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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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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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15장 ………………………………다함께 

● 교 독 문 …………………… 57번 (성탄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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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2부) 예배찬송………………………… 11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2장 4-2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예수 시리즈 (3) ………………  김영목 목사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 송영찬송 ………………………… 12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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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속을 주시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14절) 

 

 
.- 
  

 

Q.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

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1.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1)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다윗과 맺으신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삼하 7장 16절) 

2)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음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2. 천사들은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12절) 

1) 한 밤 중 양 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하였습니다. 

2)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위대 

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인하여 목 

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3.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20절) 

1)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2)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위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3) 사람들은 구원자를 만날 때 변화합니다.  

 

 

 

적용.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2)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3)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눈다. 

 

더 깊은 적용을 위한 질문 

Q1.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

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Q2. 누가복음 2장 8-12절에서 천사가 전해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소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Q3.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

을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12일 헌금통계: $2,468.00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