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3 월 20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3. 교독문 30 번, 시편 67 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 Psalm 67 (Niv)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Selah)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justl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Selah)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harvest,  
and God, our God, will bless us.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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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3. 지난 수요일(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본의 오아시스 교회 성도 

    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조영상,  

    정경숙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4. 3월 26일(토) 오후 2시, 새소망 전체 가족모임– Webex 실시간 

   * ‘트라우마 상처의 치유’ 제 2과를 미리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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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 섬김 

      - 반주 : 최경희 집사 

      -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 특송 : 편홍범/신유희, 황호진/이경미 집사  

      - 감사시 or 감사편지 낭독 : 정해림 집사  

      - 예배안내 : 성원식, 정은효 학생 

   * 친교준비 : 고미정/박정우 성도 

   * 새소망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감사예배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One of the sons of Joiada son of Eliashib the high priest  
was son-in-law to Sanballat the Horonite.  

And I drove him away from me. 
Remember them, O my God,  

because they defiled the priestly office  
and the covenant of the priesthood and of the Levites. 

So I purifie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of everything foreign,  
and assigned them duties, each to his own task. 
I also made provision for contributions of wood  

at designated times, and for the firstfruits.  
Remember me with favor, O my God.  

(Amen) 



 

 
 

 

7. 오늘의 말씀 : ‘느헤미야의 기도!’   
 

◆ 느헤미야 13장 26-31절 
\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  Nehemiah 13:26-31 (Niv.) 
 

Was it not because of marriages like these  
that Solomon king of Israel sinned?  

Among the many nations there was no king like him.  
He was loved by his God, and God made him king over all Israel, 

but even he was led into sin by foreign women. 
Must we hear now that you too are doing all this terrible  

wickedness and are being unfaithful to our God  
by marrying foreign women?" 

 

 
4.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5. 찬양, ‘진리’ (CD 8번) 

 

 
6.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8. 대표기도 : 최경희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