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폐회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2 월 13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참회와 감사의 기도 

 

2. 찬양, ‘입례-예배하는 자 되어’  

 

1. 신앙고백, ‘사도신경’  



 

 4. 교독문 76 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 John 1 (Cev.) 
   In the beginning was the one who is called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and was truly God. 
From the very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And with this Word, God created all things.  
Nothing was made without the Word.  

Everything that was created received its life from him,  
and his life gave light to everyone. 

The light keeps shining in the dark, and darkness has never put it out.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The Word was in the world, but no one knew him,  
though God had made the world with his Word. 

He came into his own world, but his own nation did not welcome him. 
Yet some people accepted him and put their faith in him.  

 

 

 

 

1. 2022년 교회 표어 :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출 33:18)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성원식(Christian) 학생     

3. 2~3월 심방 일정을 정해 주세요. 

    * 일정: 매주 화요일 점심 or 저녁, 토요일 점심 중 선택 

4. 2월 26일 오후 2시, 새소망 전체 가족모임 (예정) 

    * 예배 후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 교재를 받아 가세요.      

5.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 서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러시아  

    장선교사님의 종교 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본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 출타 : 임공석/신영심 성도 (에드몬톤)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     

    * 투표일/장소/시간 : 2월 23-28일, 대사관, 8 am ~ 5 pm 

    * 필요서류 : 여권(주민등록증), 비자 또는 영주권 카드    

    *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치뤄지길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9. 오늘의 말씀 :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이사야 60장 1-5절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 Isaiah 60: 1-5 (Niv.) 
 

1.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2. See,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thick darkness is over the peoples,  

but the LORD rises upon you and his glory appears over you. 
3.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dawn. 
4. "Lift up your eyes and look about you:  

All assemble and come to you; your sons come from afar,  
and your daughters are carried on the arm. 

5. Then you will look and be radiant,  
your heart will throb and swell with joy;  

the wealth on the seas will be brought to you,  
to you the riches of the nations will come.  (Amen) 

8. 대표기도: 정해림 집사 

 

 

5.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So he gave them the right to be the children of God. 
They were not God's children by nature  

or because of any human desires.  
God himself was the one who made them his children.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 and lived here with us.  
We saw his true glory, the glory of the only Son of the Father.  

From him all the kindness and all the truth of God  
have come down to us. (Amen) 



 

 
6.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7. 찬양,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 요한복음 8장 12절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