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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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성원식 학생  
 

3.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축하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이 됩시다. 
 

4. 12월 31일 새소망 가족모임(송구영신예배) - 황호진 집사님댁      

 

5. 12월 18일(주일)까지 3분의 선교사님들께 보낼 성탄축하헌금을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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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의 간증집회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스텝들의 건강과 일본 교회의 많은 참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2 월 4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대강절 둘째 주일예배 

1.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116 번, ‘구주강림 2’ 낭독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같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9. 오늘의 말씀 : ‘갈 길을 비춰 주시는 예수님!’ 
 

 

 

 

◆ 요한복음 14 장 1 –6 절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 John 14: 1-6 (Cev.) 
 

1. Jesus said to his disciples,  
"Don't be worried! Have faith in God and have faith in me. 

2.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I wouldn't tell you this, unless it was true.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each of you. 
3. After I have done this,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with me. Then we will be together. 
4. You know the way to where I am going." 
5. Thomas said, "Lord, we don't even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esus answered. 

"Without me, no one can go to the Father.    
(Amen)  



 

 7.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8.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4. 찬양, ‘시작됐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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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함에 있는 영어 찬양 악보를 참고해 주세요. 
 

 6.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