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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일:         
Day 1: The Promised One 

 
1. 마태복음 1:1, 16-17 절을 읽고,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Read Matthew 1:1, 16-17. What do you learn about Jesus from these passages? 
 
 
    

a. 이것을 창세기 22:18 절과 시편 132:11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God’s promises to Abraham 
and David found in Genesis 22:18 and Psalm 132:11. What do you see? 

 
 
 
제 2 일:         
Day 2: Devine Events 
 
1. 마태복음 1:18 절을 읽으시고 이 구절의 사건들을 요약하십시오.  
 Read Matthew 1:18.  Summarize the events of Matthew 1:18. 
 
 
2. 이 사건들을 누가복음 1:26-33 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Connect these events with Luke 1:26-33. How do you see 
God working in these events? 

 
 
 
제 3 일:      
Day 3: Glorious Reality 
 
1. 마태복음 1:19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에 관한 요셉의 깊은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Read Matthew 1:19.  What was Joseph’s struggle concerning Mary? 
 
 
2.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생각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How did Joseph show consideration toward her? 
 
 
3. 누가복음 1:35 절을 사용하여 마리아에게 일어난 영광스러운 실제를 기록하십시오.  
 Use Luke 1:35 to record the glorious reality of what had happened to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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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Day 4: A Dream 
 
1. 마태복음 1:20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Read Matthew 1:20. How did God minister to Joseph? 
 
 
2.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모양으로 당신에게 힘이 됩니까?  
 In what ways does God’s consideration of Joseph minister to you? 
 
 
 
제 5 일:          
Day 5: Scripture Fulfilled 
 
1. 마태복음 1:22-23 절을 읽으십시오.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이사야 7:14 절이 어떻게 성취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27, 34 절도 보십시오.     Read Matthew 1:22-23. How was Isaiah 7:14 fulfilled through 
the events that transpired? See also Luke 1:27, 34 

 
 
 
2. 마태복음 1:22 절에 따르면, 어떤 목적으로 이이이이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이일이일이일이 이루어졌이루어졌이루어졌이루어졌습니까? 
 According to Matthew 1:22, all this was done for what purpose? 
 
 
3. 이것이 성경말씀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Scripture? 
 
 
 
제 6 일:         
Day6: Joseph’s Obedience 
 
1. 마태복음 1:24 절을 읽으십시오. 요셉의 순종에 대해 소견을 말해 보십시오. 

Read Matthew 1:24. Remark on Joseph’s obedience. 
 
 

2. 이 성탄절에 요셉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Joseph an example to you this season? 
 
 
 

제 7 일:          
Day 7: Used by God 

 
1. 누가복음 2:4-5 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에서 요셉의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Read Luke 2:4-5. From these verses record Joseph’s activity. 
 
 
2.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How did God use Joseph? 
 
 
3. 요셉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impression of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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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일:         
Day 8: The Birth of Jesus 

 
1. 마태복음 2:1 절을 읽으십시오. 현자들현자들현자들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어떤 큰 사건 후에후에후에후에였습니까? 

Read Matthew 2:1. After what great event did the wise men arrive in Jerusalem? 
 
 

2. 누가복음 2:6-20 절을 사용하여, 현자들이 놓친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Use Luke 2:6-20 to briefly describe the event the wise men missed. 
 
 
 
 a. 이 사건의 어떤 점을 이번 성탄절에 당신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두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What aspect of this event do you most want to treasure in your heart this season? 
 
 
 

제 9 일:                 
Day 9: Come to Worship Him 

 
1. 마태복음 2:2 절을 읽으십시오. 현자들은현자들은현자들은현자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Read Matthew 2:2.  Who were the wise men searching for? 
 
 

2. 그들은 무엇을 보았보았보았보았습니까? 
 What had they seen? 
 
 
3. 그들이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ir purpose in coming? 
 
 

4. 크리스마스는 많은 주의 산만과 압력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현자들현자들현자들현자들의 목적과 맞출 수 있습니까?   Christmas can bring many distractions and pressures. How 
can you align your purpose with the purpose of the wise men this Christmas? 

 
 
 
제 10 일:      
Day 10: Troubled 
 

1. 마태복음 2:3 절을 읽으십시오. 현자들의 물음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Read Matthew 2:3. What was Herod’s reaction to the quest of the wise men? 
 
 
a. 왜 그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당신은 추측하십니까? 

Why do you suppose he reacted this way? 
 
 
b. 성탄절에 예수님을 언급할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가장 자주 봅니까? 

What reaction do you see most often at the mention of Jesus at Christmas? 
 
 
c.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모실 것입니까? 

How will you bring Jesus into your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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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일:     
Day 11: Messiah 
 
1. 마태복음 2:4 절을 읽으십시오. 헤롯왕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Read Matthew 2:4. What inquiry was made by Herod? 
 
 
 a. 그리스도는 메시야메시야메시야메시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줍니까? 

Christ means Messiah. What does this communicate to you about their expectation? 
 
 
 b.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be ready for Jesus this Christmas? 
 
 
제 12 일:     
Day 12: Bethlehem 
 
1. 마태복음 2:5-6 절을 읽으십시오. 메시야는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었습니까? 

Read Matthew 2:5-6. Where was the Messiah to be born? 
 
 
2. 미가 5:2 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힘이 됩니까? 

What ministers to you the most about the promise given in Micah 5:2? 
 
 
제 13 일:  
Day 13: Herod 
 
1. 마태복음 2:7-8, 16 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헤롯왕이 왜 대중 앞에서 말하지 않고 현자들을현자들을현자들을현자들을 가만히가만히가만히가만히 

불렀다불렀다불렀다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Read Matthew 2:7-8, 16. Why do you suppose Herod secretly called the 
wise men instead of publicly? 

 
 
2. 헤롯왕에 대하여 당신이 갖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impression of Herod? 
 
 
3. 헤롯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What was Herod unable to do? 
 
 a.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 줍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invincibility of God’s plans? 
 
 
제 14 일:      
Day 14: God’s Guidance 
 
1. 마태복음 2:9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여 현자들을 인도하셨습니까? 

Read Matthew 2:9. What did God use to guide the wise men? 
 
 a. 그것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Where did it guide them? 
 

2.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What has God used to guide you to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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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일:     
Day 15: Joy 
 
1. 마태복음 2:10 절을 읽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표적에 대한 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Read Matthew 2:10.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wise men to the sign God gave them? 
 
 
 a. 이것을 베드로전서 1:8 절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I Peter 1:8. Share your thoughts. 
 
 
2. 왜 현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e wise men reacted this way? 
 
 
3. 당신이 예수님께로 인도 될 때에 당신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Ask God to fill you with joy as you are led to Jesus. 
 
 
 
제 16 일:  
Day 16: Treasures 
 
1. 마태복음 2:11 절을 읽고, 이 구절의 사건들을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Read Matthew 2:11. Briefly record the events of Matthew 2:11. 
 
 
2. 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How did the wise men worship Jesus? 
 
 
3. 이번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보물들보물들보물들보물들을 드릴 것입니까? 

What treasures will you present to Jesus in worship this Christmas? 
 
 
 
제 17 일:         
Day 17: Divinely Warned 
 
1. 마태복음 2:12 절을 읽고, 현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하나님은하나님은하나님은 경고경고경고경고 하셨습니까? 

Read Matthew 2:12. How were the wise men divinely warned? 
 
 
2.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How did they respond to the divine warning? 
 
 
3.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경고들을 주셨습니까? 

What warnings has God given you? 
 
 
제 18 일:  
Day 18: Arise 
 
1. 마태복음 2:13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Read Matthew 2:13.  How did God warn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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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롯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God’s warning concerning Herod? 
 
 

3.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들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Why was it important for Joseph to obey God’s instructions? 

 
 
제 19 일:  
Day 19: Out of Egypt 
 
1. 마태복음 2:14-15 절을 읽으십시오.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Read Matthew 2:14-15. What did Joseph do? 
 
 
2.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이 사건들을 사용하셨습니까? 

How did God use these events to fulfill His Word? 
 
 
 a. 이것을 로마서 8:28 절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Romans 8:28. What do you see? 
 
 
 
제 20 일:     
Day 20: Prophecy 
 
1. 마태복음 2:16-18 절을 읽고, 마태복음 2:16 절과 관련되는 예레미야 31:15 절에 있는 예언을 설명해 

보십시오.   Read Matthew 2:16-18. Comment on the prophecy in Jeremiah 31:15 as it relates to 
the events in Matthew 2:16. 

 
 
 
 a. 이것을 베드로후서 1:19 절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2 Peter 1:19. Share your thoughts. 
 
 
제 21 일:      
Day 21: Angel of the Lord 
 
1. 마태복음 2:19 절을 읽으십시오. 헤롯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Read Matthew 2:19. What happened to Herod? 
 
 
 a.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2. 마태복음 1:20, 2:13 절을 복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지 설명하십시오. 

Review Matthew 1:20, 2:13 and comment on how God guided Joseph. 
 
 
 
 a.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민감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be open and sensitive to God’s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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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일:     
Day 22: Instructions 
 
1. 마태복음 2:20 절을 읽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지시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Read Matthew 2:20. Outline the instructions God gave to Joseph. 
 
 
2. 어린어린어린어린 아이의아이의아이의아이의 생명생명생명생명을 찾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What happened to those who sought the young Child’s life? 
 
 
3.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How do you see God at work in these events? 
 
 
 
제 23 일:     
Day 23: Diligence 
 
1. 마태복음 2:21-22 절을 읽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요셉의 근면에 대해 쓰고 설명하십시오. 

Read Matthew 2:21-22. Note and comment on Joseph’s diligence to obey God’s instructions. 
 
 
 a.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What does this communicate to you about obeying God? 
 
 
 
제 24 일:          
Day 24: Spoken by the Prophets 
 
1. 마태복음 2:23 절을 읽으십시오. 어느 성읍으로 요셉은 돌아갔습니까? 

Read Matthew 2:23. To what city did Joseph return? 
 
 
 a.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Why was this important? 
 
 
2.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How was Joseph used by God? 
 
 
 
제 25 일:     !!!!    
Day 25: Marry Christmas! 
 
1.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당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Write a prayer asking God to use you to glorify Jesus this Christ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