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5 월 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 1 Corinthians 13 (Cev) 
   What if I could speak all languages of humans and of angels?  

If I did not love others, I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What if I could prophesy and understand  

all secrets and all knowledge? And what if I had faith that moved  
mountains? I would be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What if I gave away all that I owned and let myself  

be burned alive? I would gain nothing, unless I loved others. 
Love is kind and patient, never jealous, boastful, proud, or rude.  

Love isn't selfish or quick tempered. It doesn't keep a record of wrongs 
that others do. Love rejoices in the truth, but not in evil. 
Love is always supportive, loyal, hopeful, and trusting. 

Love never fails! Everyone who prophesies will stop, and unknown  
languages will no longer be spoken. All that we know will be forgotten. 

For now there are faith, hope, and love.   
But of these three, the greatest is lov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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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미현 성도    
 

 

3. 5월 교회 일정 

    *   8일(주) : 어버이 주일 

    * 21일(토) : 새소망 가족모임(12:30 pm), 고미정 집사님댁 
 

4.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한국: 박정우 성도님,  * 미국 LA: 황호진 집사님 가정      
  

5.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6.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길 기도해 주세요. 

    또한 교회가 후원하는 3분 선교사님의 건강과 기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세요. 

    * 일본: 조영상  * 카자흐스탄: 서현석  * 러시아: 장석천    
  

7.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히 멈추고,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8.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31. At once they knew who he was, but he disappeared. 
32. They said to each other,  

"When he talked with us along the road and explained  
the Scriptures to us, didn't it warm our hearts?" 

33. So they got right up and returned to Jerusalem. 
The two disciples found the eleven apostles  

and the others gathered together. 
34. And they learned from the group  

that the Lord was really alive and had appeared to Peter. 
35. Then the disciples from Emmaus  

told what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they knew he was the Lord  
when he broke the bread. (Amen)   



 

 

 

 

 

 

◆ 누가복음 24장 28-35절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 Luke 24: 28-35 (Cev.) 
 
 

28. When the two of them came near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Jesus seemed to be going farther. 

29. They begged him, "Stay with us!  
It's already late, and the sun is going down."  

So Jesus went into the house to stay with them. 
30.  After Jesus sat down to eat, he took some bread.  
He blessed it and broke it. Then he gave it to them. 

7. 대표기도 : 고귀란 권사 

8. 오늘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2’ 

 

 4. 찬양, 나의 발을 춤을 추며 /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2절: 경배하라  3절: 감사하라 

* 후렴: 2. 춤을 춰  3. 손벽 쳐 



 

 5. 찬양, 나 주의 믿음 갇고 홀로 걸어도(F) 

주의 지 하   리          - 

 

 6.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