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1 월 9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 4절만  



 

 3. 교독문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아멘) 
 

◆ Psalm 1 (cev.)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refuse evil advice  
and won't follow sinners or join in sneering at God. 
Instead, the Law of the LORD makes them happy,  

and they think about it day and night. 
They are like trees growing beside a stream, trees  

that produce fruit in season and always have leaves.  
Those people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That isn't true of those who are evil,  
because they are like straw blown by the wind. 

Sinners won't have an excuse on the day of judgment,  
and they won't have a place with the people of God. 

The LORD protects everyone who follows him,  
but the wicked follow a road that leads to rui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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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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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은 6일 일본 CCC로부터 30년 근속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 운영위 주요 보고 내용 - 파워포인트 참고  

  1. 운영위원 및 집사회, 부서별 섬김 안내  

  2. 2022년 주요 모임 및 행사 계획  

     A. 가족모임: 2/4/6월 = 소그룹으로, 3/5/7/10/11/12월 전체로. 

        - 전체모임 주제: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 교재 사용 

     B. 새소망 수양회: 9월 9일(금) ~ 11일 9일(주일)  

     C. 담임목사 전교인 개별심방 : 2월1일~3월 27일   

     D. 종교개혁기념주일 성경퀴즈대회 

 3.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 보고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Remember how he led you in that huge and frightening desert 
where poisonous snakes and scorpions live.  

There was no water, but the LORD split open a rock,  
and water poured out so you could drink. 

He also gave you manna, a kind of food your ancestors had never 
even heard about. The LORD was testing you to make  
you trust him, so that later on he could be good to you. 

When you become successful, don't say,  
"I'm rich, and I've earned it all myself."  Instead, remember that 
the LORD your God gives you the strength to make a living.  

That's how he keeps the promise he made to your ancestors. 
But I'm warning you--if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and worship other gods, the LORD will destroy you,  
just as he destroyed the nations you fought  



 

 

 

8. 오늘의 말씀: ‘모세의 걱정!’   
◆ 신명기 8장 11-20절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 Deuteronomy 8:11-18 (Cev.) 
Make sure that you never forget the LORD or disobey his laws  

& teachings that I am giving you today. If you always obey 
them, you will have plenty to eat, & you will build good houses to 

live in. You will get more and more cattle, sheep, silver, gold,  
& other possessions. But when all this happens, don't be proud!  

Don't forget that you were once slaves in Egypt  
And that it was the LORD who set you free. 

7. 대표기도: 고귀란 권사 

 

 
4.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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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