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10 월 9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추수감사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10 5 번, ‘감사절 1’ 낭독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 105 Thanksgiving 1 (Cev) 

   Shout praises to the LORD!  
He is good to us, and his love never fails.  

Praise the LORD and pray in his name!  
Tell everyone what he has done.  

Some of you were lost in the scorching desert, far from a town. 

You were hungry and thirsty and about to give up. 
You were in serious trouble, but you prayed to the LORD,  

and he rescued you. 
Right away he brought you to a town. 

You should praise the LORD  

for his love and for the wonderful things he does for all of us. 
To everyone who is thirsty, he gives something to drink;  

to everyone who is hungry, he gives good things to ea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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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정은효 학생  
 

3.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  

    추수감사절 점심식사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4. 10월 29일(토) 새소망 가족모임 - 임공석/신영심 성도님 가정 
 

4. 출타 : 황호진/이경미 집사, 최준영/최경희 집사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장석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바람.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걸 목사/시인)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날을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곡 밥을 지어 

푸성귀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 오늘의 말씀 : ‘성도가 감사할 이유!’ 
 

 

 

 

◆ 시편 100 편 1-5 절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 Psalm 100  (Cev.) 
1. Shout praises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2. Be joyful and sing 
as you come in to worship the LORD! 

3.You know the LORD is God!  
He created us, and we belong to hi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in his pasture. 
4.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as you enter his temple. 

5. The LORD is good!  
His love and faithfulness will last forever. 

(Amen)  

 

 4. 찬송 393 장, ‘오 신실하신 주’ 



 

 5. 찬양, ‘에벤에셀 하나님’ 

 

 6. 찬송 429 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7. 대표기도 : 성인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