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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렘 23:5, 

새번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 5:2, 

새번역)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요 1:46, 새번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 2:23, 새번역)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 7:14, 

새번역) 
 

1. 그림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          ) 

-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     ) 선지자가 자신의 책, 미가 5:2 에 

예언합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         )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    ).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       )년 

전이었습니다.      

- 베들레헴은 (       왕)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      )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    :   )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인가요? (          )(마 2:23) 

- 예수님께서는 (         ) (           ) (             )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된 사역지는 (          )와 (             )지역이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              )에서 잡히시고, (          )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 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       )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시간 뿐 아니라, 목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분께서 태어나신 

곳과 자라신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장소의 성경적 의미와 내용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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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렘 23:5, 

새번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 5:2, 

새번역)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요 1:46, 새번역)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 2:23, 새번역)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 7:14, 

새번역) 
 

1. 그림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인가요? (베들레헴) 

-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책, 미가 5:2 에 

예언합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14).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입니다. 

-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3:5)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인가요? (나사렛)(마 2:23) 

-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지역이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 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 우리  )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시간 뿐 아니라, 목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분께서 태어나신 

곳과 자라신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장소의 성경적 의미와 내용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