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1년 표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유1:20-21)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최미현 성도     

3. 매주일 현장예배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되는 은혜로운 예배시간 되길 기도해 주세요.    

4 한국에 계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정현수/이수정 집사님 장남의 결혼식도 잘 준비되길 바라며…,   

5. 고귀란 권사님과 김상재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속히 도착하길 기도해 주세요. 

7. 한국에서 안식월 중이신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재충전과  

    일본 오아시스 교회의 평안과 자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9. 폐회찬송‘나의 안에 거하라’찬양 후, 축도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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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하며 예배시작, ‘완전하신 나의 주’ 



 

 3. 교독문 53 번,  시편 121 편 낭독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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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1. 여호와(야훼) : ‘나는-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3:14-15) 

 2. 여호와 이레 :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창22:8-14) 

 3. 여호와 닛시 :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출17:15) 

 4. 여호와 살롬 :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삿6:24) 

 5. 여호와 사바오트 : 만군(군대들)의 여호와 (삼상1:3, 시24:10) 

 6. 여호와 마카데쉠 :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31:13) 

 7. 여호와 라아 :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23:1) 

 8. 여호와 치드케누 : 여호와 우리의 의(義) (렘23:6, 33:16) 

 9. 여호와 엘 게몰라 :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렘51:56) 

10. 여호와 나케 : 치시는 여호와 (겔7:9) 

11. 여호와 삼마 :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겔48:35) 

12. 여호와 라파 :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15:26) 

13. 여호와 엘로힘 :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삿5:3, 사117:6) 

14. 아도나이 : 주, 여호와대신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출4:10-12) 

15. 엘로힘 : 전능하신 하나님 (복수형) (창1:1, 신5:9, 시5:7) 

16. 엘 엘리온 : 지극히 높으신 분, 강력한 전능자 (창14:18) 

17. 엘 로이 : 감찰하시는 전능자 (창16:13) 

18. 엘샤다이 :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창17:1-20) 

19. 엘 올람 : 영원하신 하나님 (창21:33, 사40:28) 

20. 엘 엘로헤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33:20) 

21. 예수 : 여호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마16:13-16) 

22.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8:8,10, 마1:23) 

23. 그리스도 :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마16:13-16, 요1:41) 

24. 퀴리오스 : 주(主), 주인 (눅1:46, 행2:36, 유4) 

25. 소테르 : 구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눅1:41, 2:11) 

26. 데오스 :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눅1:47, 요20:28)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8.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 본문 : 잠언 18 장 10-11 절 
 

10.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 
 

◆ 참고 본문 : 시편 61 편 1-4 절 
 

1.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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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양, ‘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C 코드)’ 

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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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C 코드) 

 

 
6.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7. 대표기도 : 최준영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