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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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표기도: 편홍범 집사)     

3. 매 주일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되길 바라며 기도해 주세요.    

4 10월 30일(토) 한국에서 진행될 정현수/이수정 집사님의 장남 

   정욱일 형제의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길 기도해 주세요.   

5. 고귀란 권사님과 김상재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속히 도착하길 기도해 주세요. 

7. 한국에서 안식월 중이신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재충전과  

    일본 오아시스 교회의 평안과 자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9. 폐회찬송‘나의 안에 거하라’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1 년  10 월 3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하며 예배시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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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독문 1 번,  시편 1 편 낭독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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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늘의 말씀, ‘열매맺는 인생을 살자!’  
 

◆ 요한복음 15 장 1-8 절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갈라디아서 5 장 22-23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4. 찬송 393 장, ‘ 오 신실 하신 주’ 



 

 
5.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C 코드) 

 

 
6. 찬양, ‘또 하나님의 열매를 바리시며’ 

7. 대표기도 : 최미현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