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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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귀란 권사  
 

3.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새소망 가족모임이 임공석/신영심  

   성도님 댁에서 모입니다. (주소: 589 Dundonald Dr. Barrhaven)  
 

4. 환절기 독감 주의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5. 내일(24일)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기도합시다.  

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0 월 23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40 번, ‘시편 96 편’ 낭독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 Psalm 96 (Cev) 

    Sing a new song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sing praises to the LORD, 

sing and praise his name. Day after day announce,  
"The LORD has saved us!" 
Tell every nation on earth,  

"The LORD is wonderful and does marvelous things!  
Other nations worship idols, but the LORD created the heavens. 

  Give honor and praise to the LORD,  
whose power and beauty fill his holy temple."   

 
 

9. 오늘의 말씀 :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3’ 
 

 

◆ 시편 126 편 1-6 절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 Psalm 126 (Cev.) 
1. It seemed like a dream  

when the LORD brought us back to the city of Zion.  
2. We celebrated with laughter and joyful songs.  

In foreign nations it was said,  
"The LORD has worked miracles for his people." 

3. And so we celebrated  
because the LORD had indeed worked miracles for us. 

 

4. Our LORD, we ask you to bless our people again,  
and let us be like streams in the Southern Desert. 

 

5. We cried as we went out to plant our seeds.  
Now let us celebrate as we bring in the crops. 

6. We cried on the way to plant our seeds,  
but we will celebrate and shout as we bring in the crops.  

(Amen)  



 

 7. 찬송 337 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8.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4.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Everyone on earth, now tremble and worship  
the LORD, majestic and holy."  

Tell the heavens and the earth to be glad and celebrate!  
Command the ocean to roar with all of its creatures 

and the fields to rejoice with all of their crops.  
Then every tree in the forest will sing joyful songs to the LORD. 
He is coming to judge all people on earth with fairness & truth.  

(Amen) 



 

 5.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6.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