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섬기는 이들)
 1, 2부 예배: 오전 8:30(1부), 오전 11:15(2부) (강석제. mksj67@gmail.com)
 영아유치부: 오전 11:15 (임명희. wegssein2@hanmail.net)
 유초등부:

오전 11:15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중고등부:

오전 10:00 (최성현. jeffrey.choi8826@gmail.com)

 EM:

오후 1:00 (조남종. njerrycho@gmail.com)

 청년부(KM): 오후 3:00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제 44 권 16 호

주중 예배

2019 년 4 월 21 일

부활 증인

 새벽기도회 : 화~금요일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AD 2 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Celsus)는 기독교를 매우

 금요기도회 : 매월 1회(둘째주) 금요일 오후 9~11시

싫어해서 기독교에 비판적인 글을 무수히 남겼다. 그 중에서 그가

 구역 예배 : 매월 1회(구역별)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비판은 부활이 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꽤
설득력을 얻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주 (17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자들의 증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제 45 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다. 마가를

답: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예수 운동을 띄우기 위해 이야기를 꾸몄다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여자들을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여자 등인들이 등장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증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정말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이어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성경 묵상 (YouVersion). 참된 크리스천의 바른 신앙 생활
일 (21일)

요 17:5-17

목 (25일)

행 14:15

월 (22일)

느 13:3

금 (26일)

롬 9:1-8

토 (27일)

행 3:6

화 (23일)
수 (24일)

눅14:29, 고후12:9
행 2:13-21

_ 팀 켈러 (미국 목사)

부활 주일 예배
오전 11:15(가족연합예배)

교회 소식
인도: 강석제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예배–행사

*입 례 송 Hymn ............................... 찬양팀 인도 .......................................... 다함께

① 부활절예배 / 모든 교우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니다. 복음 전도와 사랑의 봉사를 통해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십시오.

* 예배기원 Invocation .................................................................................................. 인도자
*찬

송 Hymn ............................... 찬양팀 인도 .......................................... 다함께

기

도 Prayer ............................................................................................. 김범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눅 24:36~51 .......................... 김혜일, 배 윤
찬

양 Anthem ..........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 마하나임찬양대

찬

양 Praise ....................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 다함께

영어설교 Sermon .... “Encountering the Resurrected Jesus” ...... 조남종 목사
설

교 Sermon ............................. “부활 증인” ............................... 강석제 목사

봉

헌 Offering ............................. 167장(157) .......................................... 다함께

오늘 예배후 점심식사를 여선교회가 준비하셨습니다.
② TW12(True Worshipers 12) 초청 찬양집회 / 다음주(5 월 1 일) 수요예배.
많이 오셔서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시기 비랍니다. 찬양팀원들의
숙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신자 집사께 문의해 주십시오.

 모임-교육
① 일대일제자훈련 사역자 수련회 / 이번주 토요일(27 일) 오전 9 시~12 시.
구역장과 구역총무는 필수 교육. 자원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10 기 제자훈련생 모집 / 다음주 화요일(30 일) 개강. 신청서를 미리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봄 성경학당 개강 / 5 월 3 일(금요일) 개강. 오전반(이도윤 목사; 이사야),
저녁반(조남종 목사, 디모데전서).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고.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도자

 안내

광

고 Announcements .......................................................................................... 인도자

① 새 교회 웹사이트 / 교회 웹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찬

양 Praise .......................... 예수 열방의 소망 ...................................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 인도자

OKCC.CA 입니다. 많은 방문과 활동을 바랍니다.
② 교회이전을 위한 기도 / 좁고 노후한 현 건물 문제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며 적합한 부지(건물)를 발견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배와 교육공간을 구하는 필로이(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주일 기도 : 유영창 장로)

③ 선교위원회 2019 년 제 1 호 소식지 / 해외단기선교사역 및 후원선교사
소개를 위한 특집, 교회 홈페이지(okcc.ca/)를 통하여 발간하였습니다. 해
외선교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요

예 배

4월 24일 오후 7시30분

► 5 월 봉사 위원
설교 : 최성현 목사

고전 15, 벧전 3:1~4
“세상을 이기는 능력”
16구역 특송 (다음주: 찬양집회)

예배 : 1 부/ 강수경

2 부/ 이주희, 이승환

주차 : 나정주, 박재홍

친교 : 여선교회(4월 21일), 1구역(4월 28일)

► 헌금 (4월 14일 주일헌금 합계 $8,696.85)
십일조 : 26,53,57,63,77,86,98
감 사 : 6,71,90
건 축 : 1,41,63,94
선 교 : 3,4,12,44,95

Lyrics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Lord of mercy, You have heard my cry
Through the strom You·re the beacon
My song in the n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ear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Lord, all sover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I will tell of Your great love
For as long as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