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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탄 제 3 강  

말씀 / 마태복음 2:1-12

요절 / 마태복음 2:11

아기께 경배하세

1.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1a)? 이때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까(1b,2)? 헤롯왕

과 온 이스라엘은 왜 소동했을까요(3)?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 헤롯왕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까(4,5)?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

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6; 미5:2)? 왕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

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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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까(7-9)? 별을 통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신 하나

님을 생각해 보시오. 박사들의 기쁨이 어떠했습니까(10)?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

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

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4.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11a)? 그들이 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요(11b)? 그들

은 꿈에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12)?  우리는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