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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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3.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대강절이 시작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됩시다. 
 

4. 일본 조영상 선교사님 특별 기도 요청 

   * 12월 19일-29일, 임현수 목사님과 6명의 탈북자 출신 신학생/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가 일본에서 열림.  

   * 간증자들의 건강과 일본 교회의 많은 참여를 위해 기도 바람.      

 

5. 지난 23일 캐나다 한국대사로 임웅순 대사님이 연방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며 공식적인 외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1 월 27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대강절 첫 주일예배 

1.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115 번, ‘구주강림 1’ 낭독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 Advent 1 (Cev) 

  People of Jerusalem, open your gates!  
Repair the road to the city and clear it of stones;  
raise a banner to help the nations find their way. 

Here is what the LORD has said for all the earth to hear:  
"Soon I will come to save the city of Zion, and to reward you. 

Then you will be called,  
‘The LORD's Own People, The Ones He Rescued!' 

 Your city will be known as a good place to live  
and a city full of people." 

 Isaiah the prophet wrote about John when he said,  
 

 
 

9. 오늘의 말씀 :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 요한복음 1 장 9 -14 절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 John 1: 9-14 (Cev.) 
 

9. The true light that shines on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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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e came into his own world,  
but his own nation did not welcome him. 

12. Yet some people accepted him and put their faith in him.  
So he gave them the right to be the children of God. 

13. They were not God's children by nature  
or because of any human desires.  

God himself was the one who made them his childre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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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찬송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8. 대표기도 : 신유희 집사 
 

 

4.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In the desert someone is shouting,  
‘Get the road read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Fill up every valley and level every mountain and hill.  
Straighten the crooked paths and smooth out the rough roads. 

Then everyone will see the saving power of God." 



 

 5. 찬양,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 헌금함에 있는 영어 찬양 악보를 참고해 주세요. 
 

 6.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