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회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로 예배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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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0 월 2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53 번, ‘시편 121 편’ 낭독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 Psalm 121 (Cev) 

   I look to the hills! Where will I find help? 
It will come from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LORD is your protector,  
and he won't go to sleep or let you stumble. 

The protector of Israel doesn't doze or ever get drowsy. 
The LORD is your protector,  

there at your right side to shade you from the sun. 
You won't be harmed by the sun during the day  

or by the moon at night. 

The LORD will protect you and keep you safe from all dangers. 
The LORD will protect you now and always wherever you go. .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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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예배 후. 점심 식사(Potluck)  
 

3. 10월 29일 토요일 새소망 가족모임 
 

4. 10월 3일-24일, 황호진/이경미 집사님 가정 한국 방문.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 장석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바람.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But he trims clean every branch that does produce fruit,  
so that it will produce even more fruit.  

3.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what I have said to you. 
4. Stay joined to me, and I will stay joined to you. 

Just as a branch cannot produce fruit unless it stays joined  
to the vine, you cannot produce fruit unless you stay joined to me. 

5.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If you stay joined to me, and I stay joined to you,  

then you will produce lots of fruit. 
But you cannot do anything without me. 

6. If you don't stay joined to me, you will be thrown away.  
You will be like dry branches  

that are gathered up and burned in a fire. 
7. Stay joined to me and let my teachings become part of you. 

Then you can pray for whatever you want,  
and your prayer will be answered. 

8. When you become fruitful disciples of mine,  
my Father will be honored. 

9. I have loved you, just as my Father has loved me.  
So remain faithful to my love for you. 

10. If you obey me, I will keep loving you,  
just as my Father keeps loving me, because I have obeyed him. 

11. I have told you this to make you as completely happy as I am.   
12. Now I tell you to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Amen) 



 

 
 

8. 오늘의 말씀 :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1’ 
 

◆ 요한복음 15 장  1- 12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 John 15 : 1-12  (Cev.) 
1.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2.  He cuts away every branch of mine that doesn't produce fruit.  

 

 4.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5. 찬송 202 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6. 찬송 429 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7. 대표기도 : 성원식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