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 569장,‘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0. 축도 
 

    2023 년  1 월 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신년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월 예배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3. 교독문 94 번, 새해 2 낭독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 New Year 2   
Prais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Christ has brought us from heaven!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God had Christ choose us  

to live with him and to be his holy and innocent and loving people. 
 God was kind and decided that Christ would choose us  

to be God's own adopted children. God was very kind to us  
because of the Son he dearly loves, and so we should praise God. 

Christ sacrificed his life's blood to set us free,  
which means that our sins are now forgiven.  

Christ did this because God was so kind to us.  
 

 

 

 

1. 2023년 표어 : ‘주께서 주의 힘으로 인도하소서!’ (출 15:13)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고귀란 권사     
 

3. 오늘부터 찬양시간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4. 이번 주 수요저녁모임은 Cancel 됩니다. (새해 목회일정 준비..)  

  *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운영위 모임이 WebEx 로 모입니다. 
 

5. 2023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당 2부) 
 

6. 일본 조영상, 러시아 장석천, 카자흐스탄 서현석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새소망 가족들이 됩시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8. You were so furious that the sea piled up like a wall,  
and the ocean depths curdled like cheese. 

9. Your enemies boasted that they would pursue and capture us, 
divide up our possessions, treat us as they wished,  
then take out their swords and kill us right there. 

10. But when you got furious,  
they sank like lead, swallowed by ocean waves. 

11. Our LORD, no other gods compare with you--  
Majestic and holy! Fearsome and glorious! Miracle worker! 

12. When you signaled with your right hand,  
your enemies were swallowed deep into the earth. 

13. The people you rescued  
were led by your powerful love to your holy place. 

14. Nations learned of this and trembled--  
Philistines shook with horror. 

15. The leaders of Edom and of Moab were terrified.  
Everyone in Canaan fainted, 16. struck down by fear.  

Our LORD, your powerful arm kept them still as a rock  
until the people you rescued for your very own had marched by. 

17. You will let your people settle on your chosen mountain, 

where you built your home and your temple. 

18   Our LORD, you will rule forever!     



 

 
 

8. 오늘의 말씀   

‘2023년! 주께서 주의 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 본문: 출애굽기 15장 1-18절 
 

* 중심구절: 1-2, 13, 17절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 

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 Exodus 15 : 1-18 
 

1. Moses and the Israelites sang this song in praise of the LORD:  
I sing praises to the LORD for his great victory!  

He has thrown the horses and their riders into the sea. 
2. The LORD is my strength, the reason for my song,  

because he has saved me. I praise and honor the LORD--  
he is my God and the God of my ancestors. 

3. The LORD is his name, and he is a warrior! 
4.  He threw the chariots and army of Egypt's king  

into the Red Sea, and he drowned the best of the king's officers. 
5. They sank to the bottom just like stones. 

6. With the tremendous force of your right arm,  
our LORD, you crushed your enemies. 

7. What a great victory was yours,  
as you defeated everyone who opposed you.  

Your fiery anger wiped them out, as though they were straw. 
 

 

4.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God has great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by what Christ  
has done, God has shown us his own mysterious ways. 

Then when the time is right, God will do all that he has planned,  
and Christ will bring together everything in heaven and on earth. 

God always does what he plans,  
and that's why he appointed Christ to choose us.  

He did this so that we Jews would bring honor to him  
and be the first ones to have hope because of him.  (Amen) 



 

 
5.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6. 찬송 370 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7. 대표기도: 성인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