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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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3. 7-8 월 주일예배는 더위로 인해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 커피 타임을 시작합니다. 
 

4.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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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 3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 정해림 집사님의 영주권이 속히 나오기를…,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나의 안에 거하라’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6 월 26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59 번‘시편 136편’낭독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강한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 Psalm 136 (Cev) 
   Praise the LORD! He is good. God's love never fails. 

Praise the God of all gods. God's love never fails. 
Praise the Lord of lords. God's love never fails. 

Only God works great miracles. p) God's love never fails. 
With wisdom he made the sky. God's love never fails. 

The Lord stretched the earth over the ocean. God's love never fails. 
He made the bright lights in the sky. God's love never fails. 

He lets the sun rule each day. God's love never fails. 
He lets the moon and the stars rule each night. 

 God's love never fails. 
 

 

 

 

 

◆ 고린도전서 15장 9-11절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 1 Corinthians 15: 9-11 (Cev.) 
 

 

 9. I am the least important of all the apostles.  
In fact, I caused so much trouble for God's church  

that I don't even deserve to be called an apostle. 
10. But God was kind! He made me what I am,  

and his wonderful kindness wasn't wasted.  
I worked much harder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although it was really God's kindness at work and not me. 

  11. But it doesn't matter if I preached or if they preached.  
All of you believed the message just the same. 

 

 

 

9. 오늘의 말씀:‘무엇이 은혜인가?’ 

8. 대표기도 ; 정은효 학생 



 

 7.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 

God struck down the first-born in every Egyptian family. 
God's love never fails. 

He rescued Israel from Egypt. God's love never fails. 
God used his great strength and his powerful arm. 

God's love never fails. (Amen) 

4.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5. 찬양, 하나님의 은혜 

 

 6.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