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후, 축도 

◆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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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참회와 감사의 기도 

 

2. 찬양, ‘입례-예배하는 자 되어’  

 

1. 신앙고백, ‘사도신경’  



 

 4.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 Isaiah 42 (Cev.) 
   Here is my servant! I have made him strong.  

He is my chosen one;  
I am pleased with him. I have given him my Spirit,  

and he will bring justice to the nations. 
He won't shout or yell or call out in the streets. 

He won't break off a bent reed or put out a dying flame, 
but he will make sure that justice is done. 

He won't quit or give up until he brings justice everywhere on 
earth, and people in foreign nations long for his teaching.  
  I chose you to bring justice, and I am here at your side.  

I selected and sent you to bring light  
and my promise of hope to the nations. 

You will give sight to the blind;  
you will set prisoners free from dark dungeon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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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정은효 학생     
 

3. 토요일(26일) 오후 2시, 새소망 가족모임 -  WebEx 실시간  

    * 참고 교재인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 1과를 미리 읽어주세요. 
      

4. 임공석/신영심 성도님의 장녀 임사라 자매가 목요일 첫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5.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잘 발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장석천 선교사님의 종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 월요일 코로나 PCR 검사 후, 화요일 출국 예정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선교사님의 신변과 사역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     

    * 투표일/장소/시간 : 2월 23-28일, 대사관 강당, 8 am ~ 5 pm 

    * 필요서류 : 여권(주민등록증), 비자 또는 영주권 카드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 이들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9. 오늘의 말씀 : ‘야곱의 믿음’   
 

 

 

◆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 Hebrews 11: 21 (Niv.) 
 

21.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worshi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Amen) 

 

 

◆ 참고 1. 창세기 32장 9-10절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참고 2. 창세기 48장 1-6절 
 

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8. 대표기도: 성원식(Christian) 학생 

 

 
5.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6.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7. 찬양, ‘예수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