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Matthew 1:22-23 NIV 

Immanuel 

God with us - In Jesus the whole fullness of _______________ dwells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Matthew 1:18 NIV 
For in him the whol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 Colossians 2:9 NIV 
“We are not stoning you for any good work,” they replied,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a mere man, claim to be God.” John 10:33 NIV 

God with us - Jesus brought us _______________ to God 
19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20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19-21 NIV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13 ESV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Mark 3:14 NIV 
5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6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nsider i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7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coming in the likeness of men. 
Philippians 2:5-7 NKJV 

God with us - Jesus is fully _______________ in every way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Isaiah 53:2 NIV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ESV 
17 For this reason he had to be made like them, fully human in every way, in order that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service to God, and that he 
might make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people. 18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Hebrews 2:17-18 NIV 
Therefore let’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for help at the time of our need. Hebrews 4:16 N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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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2-23 개역개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 __________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
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18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9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
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 10:3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_______________ 
이끄셨습니다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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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19-21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2:13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14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
이 되셨고 빌립보서 2:5-7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 예수님은 범사에 __________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
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2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
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17-18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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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word in “God with us” stood out to you today? 
2. Share your needs together and let’s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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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및 기도제목: 
1.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슴에 와 닿나요? 
2. 여러분이 필요로 한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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