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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주일예배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마태복음 1:18-25

들어가는 말: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1. 예수님의 ___________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Ἰησοῦς, Iēsous)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Χριστός, Christos)입니다. 그 뜻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히브리어로 “메시야”입니다.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1)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____________________ 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2)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___________________ 로 오셨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눅 24:19-20)
3)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____________________ 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2)

2.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_____________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나가는 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사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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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mas Sunday Worship Service

The Secret of the Name of Jesus
Matthew 1:18-25

Opening Remark: Christmas is good news of great joy.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Lk 2:10)

1. The secret of God is contained in the _____________ of Jesus.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t 1: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1)

The Greek word for Jesus is "Iēsous" (Ἰησοῦς). It means "God is salvation."
The Greek word for "Christ" is "Christos" (Χριστός). It means "the anointed one." It is, "Messiah" in Hebrew.
In the Old Testament, "the anointed one" referred to three kinds of people. They were king, prophet, and
priest.
1) Jesus came as a _______________ serving with love.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k 10:45)
2) Jesus came as a _________________, powerful in word and deed.
“"What things?" he asked. "About Jesus of Nazareth," they replied. "He was a prophet, powerful in word
and dee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handed him over to be
sentenced to death, and they crucified him.” (Lk 24:19-20)
3) Jesus came as a _____________________ offering Himself as an atoning sacrifice.
“Therefore, holy brothers and sist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whom we acknowledge as our apostle and high priest.” (Heb 3:1)
“He did not enter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by his own blood, thus obtaining eternal redemption.” (Heb 9:12)

2. Jesus is _______________ God who is with us.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Mt 1:23)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Ge 3:15)

Closing Remark: Accept Jesus and live eternally in His love.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Mt 18:20)

name, king, prophet, high priest, Immanu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