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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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최미현 성도    
 

3. 연휴 기간 출타한 성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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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림 집사님의 영주권이 속히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5.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7 월 3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강한 용사’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자매 



 

 3. 교독문 13 번, ‘시편 23 편’ 낭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 쉴만한 물 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 Psalm 23 (Cev) 
You, LORD, are my shepherd. I will never be in need. 

You let me rest in fields of green grass.  
You lead me to streams of peaceful water, 

and you refresh my life.  
You are true to your name, and you lead me along the right paths. 

I may walk through valleys as dark as death,  
but I won't be afraid.  

You are with me, and your shepherd's rod makes me feel safe. 
You treat me to a feast, while my enemies watch.  

You honor me as your guest,  
and you fill my cup until it overflows. 

Your kindness and love will always be with me  
each day of my life,  

and I will live forever in your house, LORD.  
(Amen)   

 

 

 

 

◆ 잠언 16 장 1-3 절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 빌립보서 4 장 6-7 절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아멘) 

 

◆ Proverbs 16: 1-3 (Cev.) 
 

 1. We humans make plans, but the LORD has the final word. 
2. We may think we know what is right,  

but the LORD is the judge of our motives. 
3.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and you will succeed.      

 

◆ Philippians 4: 6-7 (Cev.) 
 

 6.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everything.  
With thankful hearts offer up your prayers and requests to God. 

7. Then,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Jesus, 
God will bless you with peace  

that no one can completely understand.  
And this peace will control the way you think and feel.    

(Amen) 

 

9. 오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8.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7. 찬양, Still  (주 품에) 

 

 4. 찬송 401 장, 주의 곁에 있을 때 



 

 5. 찬송 406 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6. 찬양, 주께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