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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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신유희 집사    
 

3. 8월 27일 새소망 가족모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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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림 집사님의 영주권이 올해 안에 꼭 나오기를... 

   * 고귀란 권사님의 새 약이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보이기를..  

5.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0. 폐회찬양, ‘너 어디 가든지’ 

◆ 축도로 예배 마침 

 

 
 

2022 년 8 월 14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송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67 번, ‘잠언 3 장’ 낭독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 Proverbs 3 (Cev)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In her right hand Wisdom holds a long life,  
and in her left hand are wealth and honor. 

Wisdom makes life pleasant and leads us safely along. 
Wisdom is a life-giving tree,  

the source of happiness for all who hold on to her. 
By his wisdom and knowledge the LORD created heaven & earth. 

By his understanding he let the ocean break loose  
and clouds release the rain. 

My child, use common sense and sound judgment!  
Always keep them in mind.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Amen)   

 

 

9. 오늘의 말씀 : ‘시대를 분간하라!’ 

8. 대표기도 : 편홍범 집사 

 

 

 

◆ 누가복음 12 장  54 - 59 절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 Luke 12 : 54-59 (Cev.) 

54. Jesus said to all the people:  
As soon as you see a cloud coming up in the west,  

you say, "It's going to rain," and it does. 
55. When the south wind blows,  

you say, "It's going to get hot," and it does. 
56. Are you trying to fool someone?  

You can predict the weather by looking at the earth & sky,  
but you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on right now. 
57. Why don't you understand the right thing to do? 

58. When someone accuses you of something,  
try to settle things before you are taken to court.  
If you don't, you will be dragged before the judge.  

Then the judge will hand you over to the jailer,  
and you will be locked up. 59. You won'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cent you owe. (Amen)  



 

 7. 찬양, ‘지금은 엘리야때처럼’ 

 

 4.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5. 찬양, ‘아바 아버지’ 

 

 6. 찬송 270 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