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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의 의미
. Merry Christmas!!!

떤

복된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전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헤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
- Merry Christmas
- 성탄절의 유래
-

성탄절의 의미

-

나의 성탄절

세상은 구주 예수님의 자리,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에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가짜 주인공을 두고, 그 자리에 사람의 기쁨, 사랑, 나눔을 담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신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가장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 값진 날의 의미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memo]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
(눅 2:14, 개역개정)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새번역)
1. 성탄절의 유래
- 로마의 기독교 공인 전후로 ( )월 (
- Christ + Mas = (
)+(
- X – Mas = 엑스-마스 (
)

)일로 예수님의 탄생날을 정함
)=(
예배 )

= 그리스도(Χριστός) – 마스 (예배) (
-

St. Nicolaus = 라틴어, 상투스 니콜라우스(Sanctus Nicolaus)를 (
(

-

)
)어 로는

)라 불렀는데, 이 발음이 영어식으로 변형되어 오늘날의 (

성탄트리: 종교개혁자 (

)가 전나무 위에 걸쳐진 (

고안했습니다. 그때에는 전구가 없으니, (

)와 (

)

)을 보고, 성탄트리를

)으로 장식했습니다.

2. 성탄절의 의미
-

성탄절은 (
(

-

)의 (

성탄절은 (

)로 죽을 (

)을 (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

)으로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가 주인공이 아니라, (

3. 나의 성탄절
-

Happy Holidays (

)

-

Merry Christmas (

)

)이 주인공이십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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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의 의미
. Merry Christmas!!!

성탄절:
-

Merry Christmas
성탄절의 유래

-

성탄절의 의미

-

나의 성탄절

복된 성탄절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전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헤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구주 예수님의 자리,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에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가짜 주인공을 두고, 그 자리에 사람의 기쁨, 사랑, 나눔을 담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신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가장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 값진 날의 의미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
(눅 2:14, 개역개정)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새번역)
1. 성탄절의 유래
- 로마의 기독교 공인 전후로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날을 정함
- Christ + Mas = ( 그리스도 ) + ( 예배 ) = (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예배 )
- X – Mas = 엑스-마스 ( X )
= 그리스도(Χριστός) – 마스 (예배) ( O )
-

St. Nicolaus = 라틴어, 상투스 니콜라우스(Sanctus Nicolaus)를 (네덜란드)어 로는
(산테 클라스)라 불렀는데, 이 발음이 영어식으로 변형되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

-

성탄트리: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전나무 위에 걸쳐진 (달)을 보고, 성탄트리를
고안했습니다. 그때에는 전구가 없으니, (초)와 (리본)으로 장식했습니다.

2. 성탄절의 의미
-

성탄절은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3. 나의 성탄절
-

Happy Holidays (X)

-

Merry Christmas (O)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