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양,‘나의 안에 거하라’ 

10. 축도 
 

    2023 년  1 월 8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월 예배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3. 교독문 39 번, ‘시편 95편’ 낭독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 Psalm 95   
 

Sing joyful songs to the LORD!  
Praise the mighty rock where we are safe. 

Come to worship him with thankful hearts and songs of praise. 
The LORD is the greatest God, king over all other gods. 

He holds the deepest part of the earth in his hands,  
and the mountain peaks belong to him. 

The ocean is the Lord's because he made it,  
and with his own hands he formed the dry land. 
Bow down and worship the LORD our Creator! 
The LORD is our God, and we are his people,  
the sheep he takes care of in his own pastur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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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고미정 집사     

3. 새해 목회일정과  예.결산 보고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4. 1월 28일, 1월 새소망 가족 모임 - 이미란 성도님 가정 

5. 지난 목요일, 왼쪽 손목 골절 사고를 당하신 최경천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편홍범 집사 - 한국     * 임공석, 신영심 성도 - 하와이 

7.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조영상(일본) 장석천(러시아) 서현석(위그루족 in 카자흐스탄)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해인).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 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8. 오늘의 말씀 : ‘미리암의 찬양’ 
 

◆ 본문: 출애굽기 15장 19-21절 

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 Exodus 15 : 19-21( CEV) 
 

19. The LORD covered  
the royal Egyptian cavalry and chariots with the sea,  

after the Israelites had walked safely through on dry ground. 
20. Miriam the sister of Aaron was a prophet.  

So she took her tambourine and led the other women  
out to play their tambourines and to dance. 

21. Then she sang to them:  
"Sing praises to the LORD for his great victory!  

He has thrown the horses and their riders into the sea."  
(Amen) 

7. 대표기도: 고귀란 권사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5.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6. 찬양, ‘주 품에 (St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