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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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3. 9 월 새소망 가족 모임 : 9월 24일(토) 예정      
 

4.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 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5.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길 기도해 주세요. 
 

6.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 조영상(일본), 서현석(카자흐스탄), 장석천(러시아)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0.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9 월 4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44 번, ‘시편 100 편’ 낭독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 Psalm 100 (Cev) 
   

Shout praises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Be joyful and sing as you come in to worship the LORD! 
You know the LORD is God!  

He created us, and we belong to hi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in his pasture.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as you enter his temple. 
The LORD is good!  

His love and faithfulness will last forever.  

(Amen)   

 

 
 

9. 오늘의 말씀 :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 1. 

8.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 마가복음  5 장 1 - 8 절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 Mark  5 : 1-8 (Cev.) 
1. Jesus and his disciples crossed Lake Galilee and came to shore 
near the town of Gerasa.  2. When he was getting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evil spirit quickly ran to him  3. from the grave-
yard  where he had been living. No one was able to tie the man  
up anymore, not even with a chain.  4. He had often been put in 

chains and leg irons, but he broke the chains and smashed  
the leg irons. No one could control him.  5. Night and day he 

was in the graveyard or on the hills, yelling and cutting himself 
with stones. 6. When the man saw Jesus in the distance, he ran up 

to him and knelt down.  7. He shouted, "Jesus, Son of God in 
heaven, what do you want with me? Promise me in God's name 

that you won't torture me!"  8. The man said this because Jesus had 
already told the evil spirit to come out of him.  (Amen)  



 

 7.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4. 찬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5.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6. 찬양, ‘다 표현 못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