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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0:7-8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 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9:6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 

답 22: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 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오 거룩한 밤 O Holy Night  
 https://www.youtube.com/watch?v=AjkvbTfjNpg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6o-edWaGN5A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누가복음 1:26-38 

•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누구었는가? 

• 천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했나?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 가족, 교회, 친구, 선교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십시요. 

• 예배를 마친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AjkvbTfjNpg
https://www.youtube.com/watch?v=6o-edWaGN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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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26-38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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