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나의 안에 거하라’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1 년  11 월 2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하며 예배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3.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낭독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aloud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Let us come before him with thanksgiving  

and extol him with music and song. 

For the LORD is the great God, the great King above all gods. 

In his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and the mountain peaks belong to him. 

The sea is his, for he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   
Come, let us bow down in worship,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the flock under his care.  

(Amen) 

 

 

 

 

1.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2. 매 주일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 

   하게, 기쁨으로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박정우 성도님 어머님께서 이번 금요일(26일) 한국으로 귀국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토요일(27일) 오후2시 새소망 가족모임이 Webex로 진행됩니다.  

5. 갑작스런 폭우로 큰 피해를 당한 BC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6.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속히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7.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Luke 12 :  16 - 21 
 

16.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produced a good crop. 

17.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18.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19.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 

20.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21.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8. 오늘의 말씀 

‘부름받을 날을 생각하며 살자!’  

 

◆ 누가복음 12 장 16 - 21 절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 참고 본문: 마태복음 6장 19-21절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7. 대표기도: 이경미 집사 

 

 
4. 찬양, ‘주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5. 찬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6.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