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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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경희 집사    
 

3. 이번 주 토요일(24일) 오전 11시, 가을 산책 (Hiking)    

  * 장소: 셜리스 베이 공원 (Shirley Blvd 40 Ottawa K2K 2Z2)  

  * 준비물: 개인 도시락, 물, 걷기 편한 복장, 그외...   

4. 일본 조영상 선교사님 선교 보고 

  *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선교제자훈련을 수료한 ‘치바 히데기’  

    형제와 ‘안도 마유코’ 자매의 전도사 임명예배를 18일 드림.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9 월 18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71 번, ‘이사야 55 장’ 낭독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 Isaiah 55 (Cev) 

  If you are thirsty, come and drink water!  
If you don't have any money, come, eat what you want!  

Drink wine and milk without paying a cent. 

Why waste your money on what really isn't food?  
Why work hard for something that doesn't satisfy?  

Listen carefully to me, and you will enjoy the very best foods.  

 
 

9. 오늘의 말씀 :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1 
 

◆ 요한복음 9 장 1 - 7 절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 John 9 : 1-7  (Cev.) 
1. As Jesus walked along, he saw a man  

who had been blind since birth. 
2. Jesus' disciples asked, "Teacher, why was this man born blind? 

Was it because he or his parents sinned?" 
3. "No, it wasn't!" Jesus answered.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 a miracle for him. 

4.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what the one who sent me 
wants me to do. When night comes, no one can work. 

5.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6. After Jesus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He made some mud and smeared it on the man's eyes. 
7. Then he said, "Go and wash off the mud in Siloam Pool."  

The man went and washed in Siloam,  
which means "One Who Is Sent."  

When he had washed off the mud, he could see. (Amen) 



 

 7. 찬송 183 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 

8.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4. 찬송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Pay close attention! Come to me and live.  

I will promise you the eternal love and loyalty  
that I promised David. 

 Turn to the LORD! He can still be found.  

Call out to God! He is near. 
Give up your crooked ways and your evil thoughts.  

Return to the LORD our God.  
He will be merciful and forgive your sins.  (Amen)   



 

 5. 찬양, ‘시작됐네 (은혜로다)’ 

 

 6.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