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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1_1과�유아,� 유치부�설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사진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기예요.� 이� 아기는� 다음� 달에� 태어날�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엄마에게�가르쳐주셨지요.�

�

지금� 아기� 엄마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바로� 귀여운� 아기예요.� 배� 속의� 아기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한� 약속이�이루어지기만을�손꼽아�기다리는�거예요.� 아기와

의�약속이�이루어지기를�간절히�기다리는�엄마처럼,� 이스라엘�백성에

게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특

별한� 약속이었지요.� 어떤� 약속이기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생각할�시간을�준� 후)� 그� 답은�바로� ‘성경’에� 있어요.� �

(성경을�들어�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저를�

따라�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 구주를�세우셨으니/� 곧�예수라”(행� 13:23).� (함께� 읽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이�성경의�약속대로�오신�구원자가�맞을까요?

지금부터�하나님의�말씀을�통해� 자세히�알아보아요.

� � � � � � � � �

제목 예수님이�약속대로�오셨어요

배울�말씀 누가복음� 1:26-35,� 마태복음� 1:1-2:6,� 미가� 5:2,� 이사야� 7:14,� 9:6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1-23� 상

외울�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곧� 예수라”(행� 13:23).

메인�아이디어 예수님은�하나님의�약속대로�이� 세상에�오셨다.

포인트 예수님은�성경의�약속대로�오셨음을�알라!

▶� 표시에서�클릭하면�애니메이션�효과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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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 죄지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

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만�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하나님도� 정말� 속상하고� 슬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 예수님)�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

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

도록�몇�가지� 약속을�주셨어요.� 하나님의�사람들을�통해서�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

어요.�

(▶�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

실� 거예요.� 그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랍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태어나실�거라고�약속하셨어요.�

(▶� 말씀)� 다음은,� 하나님의�사람� ‘미가’� 선지자를�통해서�두� 번째�약속을�주셨어요.�

(▶�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를�구원하실�분은� ‘베들레헴’이라는�마을에서�태어나실�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

사야와�미가를�통해� 말씀하신�하나님의�약속은�성경에�그대로�적혀� 있어요.

성경에�쓰인� 하나님의�약속이�지켜지려면�구원자는� 결혼하지�않은�여자의�몸에서�태어나야�하고,�

베들레헴이라는�마을에서�태어나야�해요.� 이� 약속대로�태어나는�아기가�바로� 우리를� 죄에서�구원

할�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 약

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을까

요?�성경의�약속대로�구원자가�오셨을까요?� (대답을�들은� 후)� 다음의�이야기를�들어보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에� 대해� 약속하신� 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나사

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천사가�나타났어요.�

“마리아,� 당신은�아들을�낳게� 될� 거예요!”�

마리아는�깜짝�놀랐어요.� 마리아는�아직�결혼하지�않은�처녀였기�때문이에요.� 그러나�천사의

말대로�마리아는�곧� 아기를�갖게� 되었어요.� 이것은�하나님이�놀라운�능력으로�하신�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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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구원자가� 어디에

서� 태어나야� 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구

원자가�아닌�걸까요?� (대답을�들은�후)� 또� 다음의�이야기를�들어보아요.�

마리아는� 곧�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백

성에게,� 자기�고향에�가서�호적을�하고�오라고�명령했기�때문이에요.�

(▶�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마리아가� 아기� 낳을� 때가� 되었

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방을�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 요셉과� 마리아)�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

으로�갔어요.� 그리고�그날� 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낳았어요.� (▶�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태어난� 구원자일까요?� (대답을� 들은� 후)� 왜� 그런가

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성경의� 약속대로�예수님은�결혼하지�않은�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

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진짜� 구원자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

속은�모두� 이루어졌어요.� �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

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랜� 시

간이� 지난� 뒤에� 성경의� 약속�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대답을�들은� 후)� 그래요,� 그분은�바로�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

고� 믿을�수�있어요.�

여러분은�예수님이�하나님의�약속대로�오신�진짜� 구원자이심을�믿나요?� (대답을�들은�후)� 그렇다

면�다� 함께�저를� 따라서�힘차게�외쳐보아요.�

“예수님은�진짜� 구원자세요!”�

오직�예수님만�성경의�약속대로�오신�진짜� 구원자이심을�확실히�믿고�살아가기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