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9(598)     2021.12.12. 

1, 순장모임: 오늘 주일 2부예배 후 

2. 선교회 회장 모임: 12/19(주일) 2부예배 후

3. 기관장 모임: 12/26(주일) 2부 예배 후

4. 12월 21일(화)-25일(토) 기간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12/24 금요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5. 성탄절 연합예배: 12/25(토) 오전 11시

6. 송구영신예배: 12/31(금) 오후 11시

7. 2022년도 1-2월 매일성경 큐티책 주문 신청: 12/19(주) 신청마감

(신청 문의: 전영란 권사)

8. 유니아 선교회 큐티모임 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9. 교리대학 1학기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13주 과정

1/17(월)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Zoom으로 수업 진행 

신청 마감 12/26(주). 교재비 $20  

(신청 문의: 김영목 목사) 

10. 신년특별새벽예배: 1월 4일(화)~8일(토)

(5일 모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1.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주일예배 ‘예수 시리즈’ 설교 계획  

① 12/5 예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25절)

② 12/12 예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1장 1-9절)

③ 12/19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누가복음 2장 4-12절)

④ 12/26 예수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 (누가복음 1장 26-33절)

⑤ 1/2 예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 (누가복음 2장 25-35절)

⑥ 1/9 예수는 그의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마태복음 2장 1-6절)

12/13 (월) 삿 21: 1-12 디모데후서 1-4 

12/14 (화) 삿 21:13-25 디도서 1-3 

12/15 (수) 욜 1:1-12 빌레몬서 1 

12/16 (목) 욜 1:13-20 히브리서 1-5 

12/17 (금) 욜 2:1-17 히브리서 6-9 

12/18 (토) 욜 2:18-32 히브리서 10-11 

12/19 (주) 욜 3: 1-8 히브리서 12-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21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5번 (요한복음 3장)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12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이사야 9장 1-3절. 요한복음 1장 1-9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예수 시리즈 (2) 예수는 세상의 빛”……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127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하나님 없이 혼란스러운 세상” (사사기 21장 13-25절)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1.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

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 

1)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

은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어둠에 처한 그 땅에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생애

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늘에 가려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란한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 되기 이전

에도 존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시고, 이 세상 끝에도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감으로써 인류는 고통

과 저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와 같

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출 참 빛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바

로 이 어둔 세상을 밝히 비춰 주실 참 빛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3.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9절) 

1)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길

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분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Q1. 이사야 9장 1-3절은 시각적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서 말하는 ‘흑암’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saiah 

9:1-3 is filled with visual imagery. What are the meanings of 

the words ‘darkness’ and ‘a great light’ in these verses?) 

 

 

 

Q2.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What specific promises did God give through 

Isaiah's prophecy?) 

 

 

 

Q3. 요한복음 1장 1-9절을 통해 예수님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What do we learn about Jesus in John 1:1-9?) 

 

 

 

Q4. 요한복음 1장 1-9절 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 중 당

신에게 오늘 가장 큰 격려가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Which 

description of Jesus in John 1:1-9 most encourages you 

today?) 

 

 

 

 
 

12월 5일 헌금통계: $2,745.00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