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1 월 2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신년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3. 교독문 93번, 새해 1 낭독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 New Year 1   

In the beginning you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You we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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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귀란 권사     

3. 이번 주 수요저녁모임은 Cancel 됩니다. (새해 목회일정 준비..)  

4. 성탄절을 보내면서 3분의 선교사님께 보내는 성탄축하선물로    

    총 $3,320 이 모금되었습니다. 3분의 선교사님께 아래와 같이 

    선교비와 함께 총 $8,500 이 송금되었습니다.    

    * 조영상 선교사: 성($1,320) + 선($2,180) = $3,500 

    * 서현석, 장성천 선교사 : 성($1000) + 선(1,500) = $2,500 

    * 귀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주일 현장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6.    
 

◆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2022년 1월 8일까지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0. But," he said,  

"you cannot see my face, for no one may see me and live." 

21. Then the LORD said,  

"There is a place near me where you may stand on a rock. 

When my glory passes by, I will put you in a cleft in the rock  

and cover you with my hand until I have passed by. 

Then I will remove my hand  

and you will see my back; but my face must not be seen." 



 

 

 

8. 오늘의 말씀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 출애굽기 33장 18-23절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 

 

 

◆ Exodus 33 : 18 -23 
 

18. Then Moses said, "Now show me your glory." 

19. And the LORD said,  

"I will cause all my goodness to pass in front of you, 

and I will proclaim my name, the LORD, in your presence.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will have compassion. 

7. 대표기도: 성인수 목사 

 

 
4. 찬양, 능력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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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6.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