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의 말씀 

 

지금 우리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작년 한해 환경재해, 불안한 국제정세, 혼란과 분열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소식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뻐하고 기대하는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견하는 일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던 문제들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벗어난 일이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불행과 우연처럼 보이는 일 앞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문과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한 달을,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사람에게 말을 건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쁨으로 받으사 응답하실 것입니다.  
 

증거와 섬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만 참된 생명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한자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가족과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사십시오.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어거스틴의 기도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을 향하지 않는 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 밖의 것이라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아름다운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타와한인교회 본당 



                 송구영신 예배                                       

밤 11:00                                                    인도: 강석제 목사 
 

 

동 영 상 Video Watching  ........................................................................................  다함께 

예배교독 Call to Worship  ........................................................................................  인도자 

목사: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회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 4:6,7)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예배기원 Invocation  ..................................................................................................  인도자 

  

 경배찬양 Praise .................................  교역자찬양팀  ..............................................  다함께 

 기    도 Prayer .............................................................................................  이인원 장로 

 찬    양 Anthem  ...............................  주 은혜가  ...............................  마하나임찬양대 

  

 구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 71:1~24 ................................  이승환 집사 

 신약봉독 Scripture Reading  ..............  롬 8:31~39 ................................  최정동 집사 

 설    교 Sermon  ...............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  강석제 목사 

 

 찬    송 Hymn  .................................  554장(297)  ...........................................  다함께 

 시편봉독 Scripture Reading  ...............  시 121:1~8 ...........................................  인도자 

 사죄기도 Prayer for forgiveness  ..................................................................................  다함께 

 간구기도 Supplication Prayer  ....................................................................................  다함께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다함께 

  

 인사광고 Announcement  ...........................................................................................  인도자 

 축    도 Benediction  ................................................................................................  인도자 

 

시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죄의 기도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교만과 무지를, 

방종과 좌절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병이어처럼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마음을 

쏟고 사느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악하고, 미련하며, 무능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깊은 어둠이 내린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시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