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로 예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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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망교회 종교개혁기념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104 번, ‘종교개혁주일’ 낭독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 Reformation Sunday (Cev) 
 

    I love you, LORD God, and you make me strong. 
You are my mighty rock, my fortress, my protector,  

the rock where I am safe, my shield,  
my powerful weapon, and my place of shelter. 

Jesus replied, "That's true, but the people who are really blessed 
are the ones who hear and obey God'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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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이재숙 집사  
 

3. 담임목사 한국 방문 : 10월 31일(월) - 11월 16일(수) 

   * 수요저녁모임은 취소.   

   * 목사님이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더욱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 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4. 환절기 독감 주의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Galatians 3: 6-14 (Cev.) 
6. The Scriptures say that God accepted Abraham  

because Abraham had faith. 7. And so, you should understand 
that  everyone who has faith is a child of Abraham.  

8. Long ago the Scriptures said that  
God would accept the Gentiles because of their faith. 

 That's why God told  Abraham the good news  
that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because of him.  

9. This means that everyone who has faith will share in  
the blessings that were given to Abraham because of his faith. 

10. Anyone who tries to please God by obeying the Law  
is under a curse. The Scriptures say, "Everyone who doesn't obey 

everything in the Law is under a curse."  
11. No one can please God by obeying the Law.  

The Scriptures also say,  "The people God accepts because of their 
faith will live."  12. The Law isn't based on faith.  

It promises life only to people who obey its commands.  
13.  But Christ rescued us from the Law's curse, when he became  
a curse in our place. This is because the Scr iptures say that 

anyone who is nailed to a tree is under a curse. 
14. And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the blessing that 

was promised to Abraham was taken to the Gentiles.  
This happened so that by faith we would be given 

 the promised Holy Spirit. (Amen)  



 

 

 

9. 오늘의 말씀 : ‘믿음으로 받는 축복’ 

8. 대표기도 : 고귀란 권사 

 

 

 

◆ 갈라디아서 3 장 6-14 절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4.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I am proud of the good news! It is God's powerful way of saving 
all people who have faith,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The good news tells how God accepts everyone who has faith,  
but only those who have faith. It is just as the Scriptures say,  

"The people God accepts because of their faith will live." 
   Jesus told the people who had faith in him, "If you keep on  

obeying what I have said, you truly are my disciples.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ank God for letting our Lord Jesus Christ give us the victory! 
My dear friends, stand firm and don't be shaken.  
Always keep busy working for the Lord. (Amen) 



 

 5.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6.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