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밤의 찬송소리

누가복음 2:8-20



누가복음 2:8-10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 2:8-10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8-10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8-10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복음 2:8-10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 성탄을 
찬송으로 
채우세요!



1. 성탄을 찬송으로 채우세요!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 성탄을 찬송으로 채우세요! 
▪1:41-45 엘리사벳의 찬송
▪1:46-56 마리아의 찬송
▪1:57-61 사가랴의 찬송 
▪2:1-7 예수님의 탄생
▪2:8-14 천사들의 찬송
▪2:20 목자들의 찬송 
▪2:25-35 시므온의 찬송



1. 성탄을 찬송으로 채우세요! 
▪누가복음 24:52-53
▪ 52.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 53.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 그밤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
오!



2. 그 밤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 그 밤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1.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 디모데전서 2:5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히브리서 12:24a
•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2. 그 밤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2.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빌 2:6-11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 그 밤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3.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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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자들과 
같은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3. 목자들과 같은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3. 목자들과 같은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들려주었던 
목자들처럼 Witness… 증인으로…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함께 불렀던 그 목자들처럼… Praising God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로… 



그 밤의 그 찬송소리…
▪성탄은 찬송으로 준비되고, 찬송으로 
채워지고, 찬송이 풍성해 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밤에 울려퍼졌던 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천사와 천군에게 들었던 소식과 찬양을 
전파하던 목자들을 기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