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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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3. 29일(토) 12시 30분 새소망 가족모임: 임공석/신영심 성도님댁 

    주소: 589 Dundonald Dr. Ottawa (Barrhaven) K2C 3H2  
 

4. 출타 : 황호진/이경미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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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장석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바람.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0 월 16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51 번, ‘시편 118 편’ 낭독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 Psalm 118 (Cev) 

  Tell the LORD how thankful you are,  

because he is kind and always merciful. 
Let Israel shout, "God is always merciful!" 
 Let the family of Aaron the priest shout,  

 

 
 

9. 오늘의 말씀 :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2’ 
 

 

◆ 야고보서 5 장 7-11 절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 James 5:7-11  (Cev.) 
7. My friends, be patient until the Lord returns.  

Think of farmers who wait patiently for the spring  
and summer rains to make their valuable crops grow. 
8. Be patient like those farmers and don' t give up.  

The Lord will soon be here! 
9. Don't grumble about each other or  you will be judged,  

and the judge is right outside the door. 
10. My friends, follow the example of the prophets  

who spoke for the Lord.  
They were patient, even when they had to suffer. 

11. In fact, we praise the ones who endured the most.  
You remember how patient Job was  

and how the Lord finally helped him.  
The Lord did this because he is so merciful and kind. . 

(Amen)  



 

 

8. 대표기도 : 정은효 학생 

7.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4.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God is always merciful!" 
Let every true worshiper of the LORD shout,  

"God is always merciful!" 
When I was really hurting, I prayed to the LORD.  

He answered my prayer, and took my worries away. 
The LORD is on my side,  

and I am not afraid of what others can do to me. 
With the LORD on my side,  

I will defeat all of my hateful enemies. 
It is better to trust the LORD for protection  

than to trust anyone else, including strong leaders. 
Nations surrounded me,  

but I got rid of them by the power of the LORD. 
 Their attacks were so fierce that I nearly fell,  

but the LORD helped me. 
My power and my strength come from the LORD,  

and he has saved me. (Amen) 



 

 5. 찬송 539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6. 찬송 570 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