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성탄절 가정예배 안내서 
 

 시작 기도 ...................................................................................................................... 인도자/가족대표 
 

 찬송 ................................................찬 125 장, 천사들의 노래가 ............................................ 다함께 
 

 말씀 ............................................................ 누가복음 2:1-14 ……...................... 가족이 돌아가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갈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보급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의 통치 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1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문제를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4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죄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 인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든 죄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 가족모두가 돌아가면서 감사기도를 ....................................... 다함께 
 

 찬송 .............................................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2020 Christmas Day Family Worship Guide  
 

 Opening Prayer……………………………Worship Leader/Family Member 

 Praise………Hymn 125: Angels We Have Heard on High………..Together 

 Message…..........................Luke 2:1-4……..Family Members Taking Turns 

Good News of Great Joy 
 

Today is Christmas. It’s the day that represents Jesus coming into the world as a man. 
To us as Christians, it is a day of Good News of Great Joy. 
 

Due to COVID-19, the whole world is in a season of great hardship. We’ve been in 
this COVID crisis for almost a year, and there are no signs of things getting much 
better. However, the vaccines are starting to be circulated, so there is hope. This is 
good news. I hope and pray that this COVID-19 pandemic will soon pass. 
 

In the first century, Jews were in a similar situation. The Roman Empire persecuted 
God’s chosen people. They were victims of persecution and suffered due to the 
oppression of their rulers. They were waiting for the promised Messiah. How glorious 
it was when the angels appeared and proclaimed that Jesus Christ was born! It was 
indeed “Good News of Great Joy” for the whole world. 
 

No one is free from the power of sin. God gave us the gift of life through Jesus Christ.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paid for our sins. Jesus is the one who resolves 
the problem of sin (Matthew 1:21). Jesus is the good news. 
 

Jesus is our peace (Luke 2:14). One of his titles is “The Price of Peace”, he is the one 
who can make peace between man and God. The Hebrew (Jewish) concept of peace 
entails “restoration” or “being made whole”. Jesus restored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have a peace that the world has never seen or even understood. This is the good 
news. 
 

Jesus was sent into the world. Jesus freely offers his gift of salvation. If we do not 
receive God’s gift, we have no relationship with God. When we receive Jesus as 
savior, our sins are truly forgiven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When 
we call Jesus “savior”, we must also follow him as Lord.  This Christmas season, I 
pray you experience the peace that following Jesus brings. 
 

 Prayer …….………Family Members Taking Turns……………….Together 

 Praise …………….Hymn 122: O Come, All Ye Faithful………....Together 

 Lord’s Praye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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