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384장,‘나의 갈 길 다가도록’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1 월 16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 입례 - 예배하는 자 되어  



 

 3. 교독문 24 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 활을 꺽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 Psalm 46 (cev.) 

 God is our mighty fortress,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And so, we won't be afraid!  

Let the earth tremble and the mountains tumble into the deepest sea.  
Let the ocean roar and foam, & its raging waves shake the mountains.  

A river and its streams bring joy to the city,  
which is the sacred home of God Most High.  

God is in that city, and it won't be shaken. He will help it at dawn.  
God brings wars to an end all over the world.  

He breaks the arrows, shatters the spears, and burns the shields.  
Our God says, "Calm down, and learn that I am God!  

All nations on earth will honor me."  
The LORD All-Powerful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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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신유희 집사     

3. 2022년 예배CD가 준비되었습니다.  

    - 가정당 2개씩..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세요. 

4. 선교사 소식 

    A.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 서현석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B. 러시아 장성천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종교 비자가 큰 어려움 

        없이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5.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내일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수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4. Once they die and are buried,  
that will be the end of all their plans.   

 

 5. The LORD God of Jacob blesses everyone  
who trusts him and depends on him. 

 

6. God made heaven and earth;  
he created the sea and everything else. God always keeps his word. 

7. He gives justice to the poor and food to the hungry. 
 The LORD sets prisoners free 8. and heals blind eyes.  

He gives a helping hand to everyone who falls.  
The LORD loves good people 9. and looks after strangers.  

He defends the rights of orphans and widows,  
but destroys the wicked. 

10. The LORD God of Zion will rule forever! 

Shout praises to the LORD!  

(Amen) 



 

 

 

 

8. 오늘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 시편 146편 1-10절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 Psalm 146 : 1-10 (Cev.) 
 
 

1. Shout praises to the LORD!  
With all that I am, I will shout his praises. 

2. I will sing and praise the LORD God for as long as I live. 
 

3. You can't depend on anyone, not even a great leader. 

7. 대표기도: 고미정 집사 

 

 
4.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 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 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 다 -          채 워  주소서         주  의  사랑을  -  -    진 

  정한 찬 - 양드 –릴수 있도-록-   목마– 른 나 의 영혼- 주  

   를  부르니 -       나의맘 - 만져-  주- 소서 - -  주님만을 

   원 합니다 - 더 원합니다 - -   나의맘-만져- 주소-서- 



 

 
5. 찬양, 능력 위에 능력으로 

 

* He is able *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do much more than I could ever dream.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make me what He wants me to be. 

 

 
6.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내 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