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복음JOHN 1:1-4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요한복음JOHN 1: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
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
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누가복음UKE 2:1-7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2 This was the first 
registration when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3 And all went to be registered, each to his own town. 4 And Jo-
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town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ho was with child. 6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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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JOHN 1:9-12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10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11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12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마태복음MATTHEW 1: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축복 기도

•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비추기를 바랍니다. 
• 삶의 빛을 어둠의 세계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모든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