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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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 : 화~금요일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요기도회 :  매월 1회(둘째주) 금요일 오후 9~11시 

 구역  예배 :  매월 1회(구역별)  
 

   이번주 (18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6 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47 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사랑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 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제 48 문: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답: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이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성경 묵상 (YouVersion).   참된 크리스천의 바른 신앙 생활                                                                                                                     

일 (28일)   시 126 목 (2일)   행 27:20-25 

월 (29일)   합 3:17-18 금 (3일)  눅 23, 롬 6:23 

화 (30일)   시 38 토 (4일)     행 4:12 

수 (1일)   엡 4:4-5   
 

  

스리랑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스리랑카 복음주의 기독교 연맹(NCEASL: The National Christian 

Evangelical Alliance of Sri Lanka)에서 이번 부활절에 일어난 테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련과 핍박 중에 있는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평화 가득한 스리랑카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NCEASL 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이 위태로운 시기에도 침착함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과장된 소문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NCEASL 은 정부와 경찰들에게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또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NCEASL 은 이번 테러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한편 부상자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전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12, 

쉬운성경) 

 

제 44 권 17 호                                2019 년 4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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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오전 8:30(1부) 11:15(2부)                    인도: 이도윤(1부), 강석제(2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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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례 송 Hymn  ...............................  온전케 되리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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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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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304장(404)  ..........................................  다함께 

 기    도 Prayer  .............................................................................................  유영창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 20:19~23  .........................................  인도자 

 찬    양 Anthem  .............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 .............  마하나임찬양대 

 찬    양 Praise  ...............................  목마른 사슴  ..........................................  다함께 

 설    교 Sermon  .........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명령”  ..........  강석제 목사 

 봉    헌 Offering  .............................  213장(348)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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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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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나의 만족과  .........................................  다함께 

* 축    도 Benediction  .................................................................................................  인도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이인원 장로) 

 

 

 

 

                    수 요    예 배                  
 

5월 1일 오후 7시30분                                                                설교 :  강석제 목사 

누가복음 24:50~51, 사도행전 1:9~11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유익” 

(다음주: 1구역 특송)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예배–행사 

① TW12(True Worshipers 12) 찬양집회 취소 / 팀원들의 사정에 의하여 취

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어린이주일 / 다음주일, 2 부예배와 EM예배 중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특별행사는 부서별로 진행합니다.  

③ 금요심야기도회 / 다음주 금요일(10 일) 저녁 9 시, 본당  
 

 모임-교육 

① 10 기 제자훈련생 모집 / 이번주 화요일(30 일) 개강 

② 봄 성경학당 개강 / 이번주 금요일(3 일) 개강 

오전반(이도윤 목사; 이사야), 저녁반(조남종 목사, 디모데전서) 

③ 봄맞이 교회 대청소 / 5 월 11 일. 많이 오셔서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관리

하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설부 김기현 

집사 혹은 집사회장단께 
 

 안내 

① 교회 웹사이트 / 교회 웹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OKCC.CA 입니다. 많은 방문과 활동을 바랍니다.  

② 오타와한인도서관 / 대사관과 한인회가 주관하는 “오타와한인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실 분은 강석제 목사에게 문

의해 주십시오.  

③ 하이티와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 / 하이티의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상황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5 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강수경       2 부/ 이주희, 이승환 
 주차 : 나정주, 박재홍     친교 : 1구역(4월 28일), 2구역(5월 5일) 

 

► 헌금 (4월 21일 주일헌금 합계 $14,399.62)    

 십일조 : 3,8,13,19,26,31,34,35,44,45,63,71,109,140,188,216,218,224,231  

 감  사 : 40,90,109,177,246   건  축 : 4,44,63,94,124,177 

 선  교 : 1,8,9,19,21,31,48,71,95,109,110,121,124, 

         177,270,273,바후림금식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