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5 월 15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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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v) 
    

Our God, be kind and bless us! Be pleased and smile. 
Then everyone on earth will learn to follow you,  

and all nations will see your power to save us. 
Make everyone praise you and shout your praises. 

Let the nations celebrate with joyful songs,  

because you judge fairly and guide all nations. 
Make everyone praise you and shout your praises. 

Our God has blessed the earth with a wonderful harvest! 
Pray for his blessings to continue  

and for everyone on earth to worship our God.   

(Amen) 
 

 
 

 

 

 

◆ 갈라디아서 6장 7-8절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 Galatians 6:7-8  (Cev.) 
 
 

7. You cannot fool God, so don't make a fool of yourself!  
You will harvest what you plant. 

8. If you follow your selfish desires, you will harvest destruction, 
but if you follow the Spirit, you will harvest eternal lif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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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신유희 집사    
 

 

3. 이번 주 토요일(21일) 오후 12시, 새소망 가족모임이 고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당 음식 한가지 준비 바람) 

   * 주소 : 9 Calderwood Way. Nepean, ON K2J 5L9  
 

4.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 3분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도 늘 기도 바람!     

   *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위해서도 기도 바람. 
  

5.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6. 오타와 소식 

   * 오타와 한인교회의 제 5대 담임목사로 박만녕 목사님께서  

     오늘 취임하셨습니다. (새소망교회 축하화환 전달함)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9. 오늘의 말씀:‘무엇을 심고 있나요?’ 



 

 

8.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7. 찬송 183장, 빈들애 마른 풀 같이 

 

 4.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5. 찬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6.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