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1년 표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유1:20-21)   

2. 다음 주일기도: 최준영 집사, 성경읽기: 최미현 성도, 정은효 학생     

3. 현장예배는 9월 26일 주일부터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4. 한국 방문 성도: 정현수/이수정, 편홍범, 박정우/고미정  

5. 기도 제목 나눔 

  - 고귀란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 김상재 형제(신동미 집사님 조카)의 빠른 회복을 위해…,  

  - 편홍범 집사님의 평안한 귀국(25일), 어머님의 강건함을 위해..  

  -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속히 도착 하길 바라며…, 

  - 한국에서 안식월 중인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재충전과  

     일본 오아시스 교회의 평안을 위해…,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0. 폐회송 ‘나의 안에 거하라’찬양 후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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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하며 예배시작, ‘완전하신 나의 주’ 



 

 3. 교독문 59 번,  시편 136 편 낭독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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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늘의 말씀,‘그리스도인의 만족’  
 

 

 

◆ 고린도후서 4장 16-18 절 (최준영 집사)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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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2 Corinthians 4 : 16 - 18  (성반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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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7.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5. 찬양, ‘너 근심 걱정 와도’ 

 

 
6.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