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폐회찬송,‘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10.  축도로 예배 마침 
 

   

 2021 년  10 월 24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양하며 예배시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C)’ 

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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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독문 22 번,  시편 37 편 낭독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R�QRW�IUHW�EHFDXVH�RI�HYLO�PHQ� 

RU�EH�HQYLRXV�RI�WKRVH�ZKR�GR�ZURQJ� 

IRU�OLNH�WKH JUDVV WKH\�ZLOO�VRRQ�ZLWKHU�� 

OLNH�JUHHQ�SODQWV�WKH\�ZLOO�VRRQ�GLH�DZD\� 

7UXVW�LQ�WKH�/25'�DQG�GR�JRRG�� 

GZHOO�LQ�WKH�ODQG�DQG�HQMR\�VDIH�SDVWXUH� 

'HOLJKW�\RXUVHOI�LQ�WKH�/25'� 

DQG�KH�ZLOO�JLYH�\RX�WKH�GHVLUHV�RI�\RXU�KHDUW� 

&RPPLW�\RXU ZD\ WR�WKH�/25'��WUXVW�LQ�KLP�DQG�KH�ZLOO�GR�WKLV��
+H�ZLOO�PDNH�\RXU�ULJKWHRXVQHVV�VKLQH�OLNH�WKH�GDZQ�� 

WKH MXVWLFH RI�\RXU�FDXVH�OLNH�WKH�QRRQGD\ VXQ� 

%H�VWLOO�EHIRUH�WKH�/25'�DQG�ZDLW�SDWLHQWO\�IRU�KLP�� 

GR�QRW�IUHW�ZKHQ�PHQ�VXFFHHG�LQ�WKHLU ZD\V�� 

ZKHQ�WKH\�FDUU\�RXW�WKHLU�ZLFNHG�VFKHPHV� 

5HIUDLQ�IURP�DQJHU�DQG�WXUQ�IURP�ZUDWK�� 

GR�QRW�IUHW--LW�OHDGV�RQO\�WR�HYLO����$PHQ� 
 

 

 

1.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2. 매 주일 현장 예배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이번 주 토요일(30일) 오후 2시 새소망가족모임-WebEx 실시간  

4. 이번 주 토요일(30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정욱일 형제와 유혜원  

   자매의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 되길 기도해 주세요.   

5. 정은효 학생의 영주권 서류가 속히 도착하길 기도해 주세요. 

6. 조영상/정경숙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재충전과  일본 오아시스 

   교회의 평안과 자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 마가복음  9 장 23-24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3.  잠언 16 장 24 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4. 요한 1서 4 장 7-8 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5. 베드로전서 4 장 8 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6. 잠언 10 장 12 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8. 오늘의 말씀 

열매맺는 인생을 삽시다 3.‘입술의 열매’  

 

◆ 주제 본문 : 잠언 13 장 1-3 절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 3URYHUEV����������-�� 
 

���$�ZLVH�VRQ�KHHGV�KLV IDWKHU
V�LQVWUXFWLRQ�� 

EXW�D�PRFNHU�GRHV�QRW�OLVWHQ�WR�UHEXNH� 

���)URP�WKH IUXLW RI�KLV�OLSV�D�PDQ�HQMR\V�JRRG�WKLQJV�� 

EXW�WKH�XQIDLWKIXO�KDYH�D�FUDYLQJ�IRU�YLROHQFH� 

���+H�ZKR�JXDUGV�KLV�OLSV�JXDUGV�KLV OLIH�� 

���EXW�KH�ZKR�VSHDNV�UDVKO\�ZLOO�FRPH�WR�UXLQ� 

 

 

 

 

 
 

 

◆ 참고 본문 
  

1. 민수기 14 장 28 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7.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4.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5.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6.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