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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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신유희 집사  
 

3. 이번 주 토요일(26일) 12시 30분, 11월 새소망 가족모임이  

    편홍범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321 Long Acres St Ka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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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장석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바람.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1 월 20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1. 찬양, ‘나는 예배자 입니다’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83 번, ‘빌립보서 4장’ 낭독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 

◆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 Philippians 4 (Cev) 

   Always be glad because of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Be glad.  
Always be gentle with others. The Lord will soon b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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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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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my friends, keep your minds on whatever is true,  

pure, right, holy, friendly, and proper.  
 

 
 

9. 오늘의 말씀 : ‘바울 사도의 간절한 부탁’ 
 

 

 

 

 

 

◆ 빌립보서 3 장 1-3 절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 Philippians 3: 1-3 (Cev.) 
 

1. Finally, my dear friends,  
be glad that you belong to the Lord.  

It doesn't bother me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hat I have written before. In fact, it is for your own good. 

2. Watch out for those people who behave like dogs!  
They are evil and want to do more than just circumcise you. 

3. But we are the ones who are truly circumcised,  
because we worship by the power of God's Spirit  

and take pride in Christ Jesus.  
We don't brag about what we have done,  

although I could.   
(Amen)  



 

 7. 찬양, ‘내가 주인 삼은’ 

8. 대표기도 : 신영심 성도 
 

 

4. 찬양, ‘예수 안에서’ 

 

 

Don't ever stop thinking about  

what is truly worthwhile and worthy of praise. 
You know the teachings I gave you,  

and you know what you heard me say and saw me do.  

So follow my example. 
And God, who gives peace, will be with you.  



 

 5.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6.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