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의 증언, 엘리사벳의 노래

기쁨으로 찬양 1.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 104장)

2.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열기

말씀 열기

각자 한 주간의 삶과 묵상 그리고 감사 제목 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 누가복음 1:39-45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741절, 44절을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이는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의 아이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의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된 지 몇 개월
이라고 말합니까?(눅1:26 참조)

적용과 나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맞이하며, 무엇을 보았습
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엘리사벳과 뱃속의 아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왜 뱃속에서 뛰놀았을까요? 

관찰과 묵상  42절, 45절을 읽으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용과 나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말해 보세요. 
그것이 왜 가장 큰 복인지 나누어 주세요.

관찰과 묵상  45절을 읽으세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눅 1:38참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혹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기도한대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마음껏 기뻐하며 헌신하겠습니까?

2

말씀 다지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예수님 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코비드 19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성탄의 기쁨이 있는 12월을 맞이하여, 기쁨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평강을 소망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1. 코비드 19의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의 참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12월이 참된 기쁨의 달이 되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2. 코비드 19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지키시고, 주관하셔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의 성도를 보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3. 다음세대를 지키셔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믿음은 더욱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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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 104장)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