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 주께서 내 길 예비 하시네 (E    )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4 월 17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부활주일예배 

2. 찬송 164장, 예수 부활 했으니 (C) 

1. 신앙고백 : 사도신경 



 

 3. 찬양 : 선포하라(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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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경희 집사    
 

 

3.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부활/생명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감사/찬송하며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4. 이번 주 토요일 (23일) 오후 2시, 새소망 가족모임- Webex      
  

5. 지난 수요일(13일) 이재숙 집사님의 어머님 김영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집사님과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91세의 연세로 혼자가  

   되신 아버님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7. 교회가 후원하는 3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찬양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4. And if Christ wasn't raised to life,  
our message is worthless, and so is your faith.   

15. If the dead won't be raised to life,  
we have told lies about God by saying that  

he raised Christ to life, when he really did not. 
16. So if the dead won't be raised to life,  

Christ wasn't raised to life. 
17. Unless Christ was raised to life, your faith is useless,  

and you are still living in your sins. 
18. And those people who died after putting their faith in him 

are completely lost. 
19. If our hope in Christ is good only for this life,  

we are worse off than anyone else. 
20. But Christ has been raised to life!  

And he makes us certain that others will also be raised to life. 
(Amen) 



 

 

 

 

◆ 고린도전서 15장 12-20절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 1 Corinthians 15: 12-20 (Cev.) 
 

12. If we preach that Christ was raised from death,  
how can some of you say that the dead will not be raised to life? 

13. If they won't be raised to life,  
Christ himself wasn't raised to life. 

7. 대표기도 : 성인수 목사 

8. 오늘의 말씀 : 성인수 목사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는가?’ 

 

 4. 찬양 : 우리 보좌앞에 모였네 (G) 



 

 5. 찬양 : 슬픈 마음 있는 자 (A) 

 

 6.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