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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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배자입니다’  

 

1. 신앙고백, ‘사도신경’  



 

 4. 교독문 10 번, 시편 16 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 할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 Psalm 16 (Cev) 
 Protect me, LORD God! I run to you for safety,  

and I have said, "Only you are my Lord!  
Every good thing I have is a gift from you." 

Your people are wonderful, and they make me happy,  
but worshipers of other gods will have much sorrow.  

I refuse to offer sacrifices of blood  
to those gods or worship in their name. 

You, LORD, are all I want!  
You are my choice, and you keep me safe. 

You make my life pleasant, and my future is bright. 
I praise you, LORD, for being my guide.  

Even in the darkest night, your teachings fill my mind. 
I will always look to you,                                                                                 

as you stand beside me and protect me from fea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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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경희 집사    
 

3.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료되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4. 3월 26일(토) 새소망 전체 가족모임. 
 

5. 4월 3일(주일)은 우리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주일’ 입니다.  

    새소망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감사의 예배를 준비합시다!   
 

6.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잘 발급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At this, Daniel went in to the king and asked for time,  
so that he might interpret the dream for him. 

Then Daniel returned to his house and explained the matter  
to his friends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so that he and his friends might not be executed  
with the rest of the wise men of Babylon. 

During the night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Then Daniel praised the God of heaven  

and said:  
"Praise be to the name of God for ever and ever;  

wisdom and power are his. He changes times and seasons;  
he sets up kings and deposes them.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e discerning. 
He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s;  

he knows what lies in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I thank and praise you, O God of my fathers: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power,  
you have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dream of the king." 

(Amen) 



 

 
 

 

9. 오늘의 말씀 : ‘다니엘의 기도!’   
 

◆ 다니엘 2장 14-23절 
\ 

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 Daniel 2:14-23 (Niv.) 
When Arioch, the commander of the king's guard,  

had gone out to put to death the wise men of Babylon,  
Daniel spoke to him with wisdom and tact. 

He asked the king's officer, "Why did the king issue such a harsh 
decree?" Arioch then explained the matter to Daniel.,  

 

 
5. 찬양, ‘세상 흔들리고’ 



 

 
6. 찬양, ‘진리’ (CD 8번) 

 

 
7.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8. 대표기도 : 편홍범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