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양,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10.  축도로 예배 마침 

내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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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 ‘입례-예배하는 자 되어’  



 

 3. 교독문 22 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 Psalm 37 (cev.) 
 

 Don't be annoyed by anyone who does wrong,  
and don't envy them. 

They will soon disappear like grass without rain. 
Trust the LORD and live right!  

The land will be yours, and you will be safe. 
Do what the LORD wants,  

and he will give you your heart's desire. 
Let the LORD lead you and trust him to help. 

Then it will be as clear as the noonday sun that you were right. 
Be patient and trust the LORD.  

Don't let it bother you when all goes well  
for those who do sinful things. 

Don't be angry or furious. Anger can lead to si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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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이경미 집사     

3.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 서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러시아  

    장선교사님의 종교 비자가 속히 발급되길 힘써 기도해 주세요!  

4.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Genesis 21: 9-21 (Cev.) 
One day, Sarah noticed Hagar's son Ishmael playing, and she said 
to Abraham, "Get rid of that Egyptian slave woman and her son!  
I don't want him to inherit anything. It should all go to my son."  

Abraham was worried about Ishmael. 
 

But God said, "Abraham, don't worry about your slave woman 
& the boy. Just do what Sarah tells you. Isaac will inherit your 
family name, but the son of the slave woman is also your son,  

and I will make his descendants into a great nation."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ave Hagar an animal skin full of 
water & some bread. Then he put the boy on her shoulder & sent 
them away. They wandered around in the desert near Beersheba, 

and after they had run out of water, Hagar put her son under a 
bush. Then she sat down a long way off, because she could not 

bear to watch him die. And she cried bitterly. 
 
 

When God heard the boy crying, the angel of God called out to 
Hagar from heaven and said, "Hagar, why are you worried?  

Don't be afraid. I have heard your son crying.  
Help him up and hold his hand, because I will make him  

the father of a great nation." 
 
 

Then God let her see a well. So she went to the well & filled  
the skin with water, then gave some to her son. 

God blessed Ishmael, and as the boy grew older , he became an 
expert with his bow and arrows. He lived in the Paran Desert, & 

his mother chose an Egyptian woman for him to marry. (Amen) 



 

 
 

 

8. 오늘의 말씀 : ‘이스마엘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 창세기 21장 9-21절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4. 찬양, ‘열어 주소서’ 



 

 
5.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6.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7. 대표기도: 신유희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