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16-25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NASB) 

▪예수그리스도의족보의기록입니다. 
다윗의자손, 아브라함의자손입니다.



INCLUSIO

▪1절그리스도⇒다윗⇒아브라함

▪17절아브라함⇒다윗⇒그리스도



▪1. 14라는숫자의의미
▪구원의의미를더해줌
▪죄 = 13 

▪구원 = 14 (유월절 –정월 14일) 

▪다윗을더부각시켜줌
▪D = 4 / W = 6 / D = 4 

▪DWD = “다윗” 이름속에 14라는숫자연상



본문에 나타난 세가지 이름

1. 

그리스도

Christ

2. 예수

Jesus 

3. 

임마누엘

Immanuel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무엘하 7:12-14a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시편 105: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사야 61:1-3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그리스도 = 왕

2. 그리스도 = 제사장

3. 그리스도 = 선지자



1. 그리스도 = 왕
▪이사야 9:6-7

▪이는한아기가우리에게났고한아들을우리에게주신바
되었는데그의어깨에는정사를메었고그의이름은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할것임이라



1. 그리스도 = 제사장
▪출애굽기 40:15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2. 그리스도 = 제사장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7:27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3. 그리스도 = 선지자
열왕기상 19:16b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 7:28-2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4.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히9: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마 4:23-24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3.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롬 6:22-23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3. 멸망,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4.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요 8: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3. 멸망,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4.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3. 멸망,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4.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5. 일상에서 영원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로의 새 생명, 

새로운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JESUS MEANS 
“SAVIOR” 

구원자라는
뜻

1.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2. 질병, 고통, 약한 것으로부터 구원입니다.
3. 멸망, 죽음,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4.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5. 일상에서 영원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로의 새 생명, 
새로운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2.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IM (With) + Manu (us)  + El (God) 

❖ Inclusio (수미쌍관)

마태복음 1:2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WHO IS A WORSHIPPER 
OF GOD? 

하나님과동행, 그자체가복입니다.



WHO IS A WORSHIPPER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과동행, 그자체가복입니다.



▪역대하 1:1 다윗의아들솔로몬의왕위가
견고하여가며그의하나님여호와께서
그와함께하사심히창대하게하시니라

▪역대하 36:23b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원하노라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 

그 파워!

그 힘!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