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1 월 30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 ‘입례-예배하는 자 되어’  



 

 3. 교독문 28 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소리로 읇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거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 Psalm 63 (Cev.) 

   You are my God. I worship you. In my heart, I long for you,  

as I would long for a stream in a scorching desert. 

I have seen your power and your glory in the place of worship. 

Your love means more than life to me, and I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I will pray to you. 

I will sing joyful praises  

and be filled with excitement like a guest at a banquet. 

I think about you before I go to sleep,  

and my thoughts turn to you during the night. 

You have helped me,  

and I sing happy songs in the shadow of your wing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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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3. 선교사 소식 

    *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 서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러시아  

       장선교사님의 종교 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일본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잡히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5. 2월 첫주일부터 담임목사의 개인 심방(Meeting)을 시작합니다. 

    2~3월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 주세요. 

6. 혼란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새소망 가족들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4.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25.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sweet.  
 

There the LORD made a decree and a law for them,  
and there he tested them. 

26.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27.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twelve springs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near the water.  

(Amen) 



 

 

 

 

8. 오늘의 말씀 :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 출야굽기 15장 22-27절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 Exodus 15: 22-27 (Niv.) 
 

22.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Desert of Shur.  

 For three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23.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its water because it was bitter.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h.) 

7. 대표기도: 이경미 집사 

 

 
4. 찬양, ‘열어 주소서’ 



 

 
5.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지 하  리 

 

 
6. 찬양, ‘Still : 주 품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