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5 월 8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 Parents Sunday (Cev) 
    

Respect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you will live a long time in the land I am giving you.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Pay attention to your father,  

and don't neglect your mother when she grows old.  
 Make your parents proud, especially your mother.  

 Children, you belong to the Lord,  
and you do the right thing when you obey your parent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says, 
"Obey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you will have a long and happy lif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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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3. 21일(토) : 새소망 가족모임 (12:30 pm), 고미정 집사님댁 
 

4.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과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5.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6. 15일, 오타와 한인교회 박만녕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1 Kings 2: 13-25 (Cev.) 
 
 

13. One day, Adonijah went to see Bathsheba, Solomon's mother, 
and she asked, "Is this a friendly visit?"  "Yes. 14.  I just want to 
talk with you." "All right," she told him, "go ahead." 15.  "You 
know that I was king for a little while," Adonijah replied. "And 
everyone in Israel accepted me as their ruler. But the LORD  
wanted my brother to be king, so now things have changed.  
16. Would you do me a favor?" "What do you want?" Bathsheba 
asked. 17. "Please ask Solomon to let me marry Abishag. He won't 
say no to you." 18. "All right," she said. "I'll ask him." 19. When 
Bathsheba went to see Solomon, he stood up to meet her, then 
bowed low. He sat back down and had another throne brought 
in, so his mother could sit at his right side. 20. Bathsheba sat 
down and then asked, "Would you do me a small favor?" Solomon 
replied, "Mother,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 will do it."  21. 
"Allow your brother Adonijah to marry Abishag," she answered.  
22. Solomon said: What? Let my older brother marry Abishag? 
You may as well ask me to let him rule the kingdom! And why 
don't you ask such favors for Abiathar and Joab?  23. I swear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donijah will die because he asked for 
this! If he doesn't, I pray that God will severely punish me.  
24. The LORD made me king in my father's place and promised 
that the kings of Israel would come from my family. Yes, I swear 
by the living LORD that Adonijah will die today. 25. "Benaiah," 
Solomon shouted, "go kill Adonijah." So Adonijah died.  (Amen)   



 

 
 

 

 

 

◆ 열왕기상 2장 13-25절   
 

 

 

13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4.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6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18.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19.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0 .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21.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2.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3.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4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8. 오늘의 말씀 :‘밧세바의 어리석은 부탁!’ 

 

 4. 찬양, 나의 발을 춤을 추며 /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 후렴: 2. 춤을 춰  3. 손벽 쳐 



 

 5. 찬양, 다 와서 찬양해 (F) 

 

 

7. 대표기도 : 최미현 성도 

6.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