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2 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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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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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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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림 집사     

3. 예배후 2/3월 심방 일정표에 원하시는 날짜를 꼭 적어주세요. 

    * 일정: 매주 화요일 점심 or 저녁, 토요일 점심 중 선택 바람. 

4. 2월 26일 오후 2시, 새소망 전체 가족모임 예정. 

    * 예배후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 교재를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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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6. 선교사 소식 

    *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 서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러시아  

      장선교사님의 종교 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일본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 한달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 

    되고, 치뤄지길 바라며 기도해 주세요. 

8.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     

    * 투표일 및 장소 : 2월 23-28일, 대한민국 대사관  

    * 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 필요서류 : 여권(주민등록증), 비자 또는 영주권 카드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9.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30.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Amen) 



 

 

 

 

8. 오늘의 말씀 : ‘새 힘을 얻으려면…,’   
 

◆ 이사야 40장 27-31절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 Isaiah 40: 27-31 (Niv.) 
 

27. Why do you say, O Jacob, and complain, O Israel,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my cause is disregarded by my God"? 
 

28.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7. 대표기도: 이재숙 집사 

 

 
4.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 히브리서 12장 1-2절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5.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지 하  리 

 

 
6. 찬양, ‘약할 때 강함되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