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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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림 집사님의 영주권이 속히 나오기를.. 

   *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길..  
 

5.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 조영상(일본), 서현석(카자흐스탄), 장석천(러시아)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9 월 1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71 번, ‘이사야 55 장’ 낭독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 Isaiah 55 (Cev) 

  If you are thirsty, come and drink water!  
If you don't have any money, come, eat what you want!  

Drink wine and milk without paying a cent. 

Why waste your money on what really isn't food?  
Why work hard for something that doesn't satisfy?  

Listen carefully to me, and you will enjoy the very best foods.  

 

 

 

13. Jesus let them go, and they went out of the man and into 
the pigs. The whole herd of about two thousand pigs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drowned.  
14. The men taking care of the pigs ran to the town  

and the farms to spread the news. Then the people came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15.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once been full of demons.  
He was sitting there with his clothes on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terrified. 16. Everyone who had seen what had  

happened told about the man and the pigs.  
17. Then the people started begging Jesus to leave their  

part of the country. 18. When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begged to go with him.  

19. But Jesus would not let him. Instead, he said,  
"Go home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good he has been to you."  
20. The man went away into the region near the ten cities known 

as Decapolis and began telling everyone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Everyone who heard what had  happened was amazed.    

(Amen) 
 

◆ 지난 주일 말씀 요약  ( 막 5 :1- 8 )  
 

1. ‘마가가 소개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삶 3 가지를 주목.  

  1) 그는 ______ 사이에서 거하던 자! 

  2) 그는 스스로 _______ 끊고,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던 자! 

  3) 그는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_______ 살던 자!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   
 

2.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 주시고자 친히 ‘거라사’를 찾아 오심.  

  1)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동편 데가볼리 지방의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 + 돼지 목축이 주요 수입원! 

¨ But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려고 친히 찾아 오심! 

  2)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기 전, 주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  

¨ 우리도 이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자!  



 

 
 

9. 오늘의 말씀 :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 2. 
 

 

◆ 마가복음  5 장 9 - 20 절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 Mark  5 : 9-20  (Cev.) 
9. Jesus asked, "What is your name?" The man answered,  

"My name  is Lots, because I have lots' of evil spirits."  
10. He then begged Jesus not to send them away.  

11. Over on the hillside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12. So the evil spirits begged Jesus,  

"Send us into those  pigs! Let us go into them."   

 

4. 찬송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Pay close attention! Come to me and live.  

I will promise you the eternal love and loyalty  
that I promised David. 

 Turn to the LORD! He can still be found.  

Call out to God! He is near. 
Give up your crooked ways and your evil thoughts.  

Return to the LORD our God.  
He will be merciful and forgive your sins.  (Amen)   



 

 5.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 시편 73 편 23, 28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6. 찬송 183 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 

8. 대표기도 : 정해림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