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 여기에 모인 우리 (F    ) 

◆ 축도로 예배 마침 

과 

 

 
 
 

2022년 4월 3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주일예배 

1. 감사편지 낭독 : 정해림 집사 

2. 찬양 :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 장 후렴(C   ) 



 

 3. 찬양 : 내 평생 사는 동안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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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3. 오늘은 우리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찬송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예배 후 본당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친교시간이 있습니다.    

4. 4월 교회 중요 일정 

   * 15일(금) 저녁 8시, 성금요일 저녁예배 - WebEx 실시간. 

   * 17일(주) 부활절   

   * 23일(토) 새소망 4월 가족모임- 현장 모임 예정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이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6.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3분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합시다.  

    * 일본: 조영상/정경숙,  러시아: 장석천, 카자흐스탄: 서현석  
 

 

 

 

      

◆ 코로나-19 방역 관련… 

    *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체의 건강을 위해 찬양 시간은 착용 바람.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is increasing.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Amen) 

10. 축하 및 격려 인사 



 

 

 

 

◆ 성경봉독 : 박정우 성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5절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  2 Thessalonians 1: 1-5 (Niv.) 
 

Then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7.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8. 특별 찬송: 신유희, 이경미, 편홍범, 황호진 집사 

9. 오늘의 말씀 : 성인수 목사 

‘믿음, 사랑, 인내가 자랑인 교회!’ 

 

 4. 찬양 :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F   ) 



 

 5. 찬양 : 예수의 길 (D/G   ) 

 

 6. 찬양 : 진리 (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