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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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은 방학입니다.  
 

   이번주 (26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69 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 시켜줍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 70 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 71 문: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답: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 묵상 (YouVersion).   정면돌파 30일                                                                                                                                    

일 (23일)   벧전 1:18-19    목 (27일)   행 16:25 

월 (24일)   롬 12:2 금 (28일)   빌 2:8 

화 (25일)   행 20:23-24 토 (29일)    마 20:28 

수 (26일)   계 2:10    

세계 난민을 위한 기도 

세계복음주의연맹(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이 6 월 16 일 또

는 23 일을 난민주일로 지켜줄 것을 전 세계 회원교회에 요청했다. 

에브라임 덴데로 사무총장은 “오늘날 급변하는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난민에 대한 소식은 스쳐지나가는 정도이지만,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있다”며 “세계 난민 주일은 지

역교회들이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예멘, 콩고, 베네주엘라, 스리랑카 등 전 세계

에는 단순 수치상으로 6 천 850 만명의 난민이 전쟁과 무력충돌 등의 

사태로 고향으로 떠나 떠돌고 있다. 스리랑카 복음주의연맹 갓프레이 

요가라야 회장은 "지난 부활주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탄테러로 

인해 온 나라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출신의 기독교

인 난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거주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 15 개국

에서 온 기독교 난민들에 대한 박해가 강력하며…그들과 함께해 달라

"고 요청했다. 콩고 난민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고, 지금도 50 년 이상 우리 공

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며 세계 난민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_아이굿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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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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장(21)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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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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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280장(338)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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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히 13:1~3  ...........................................  인도자 

 찬    양 Anthem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마하나임찬양대(2부) 

 찬    양 Praise  .........................  오직 주의 은혜로  ....................................  다함께 

 설    교 Sermon  ...................................  “환대”  .....................................  강석제 목사 

 봉    헌 Offering  .............................. 511장(263)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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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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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하나님의 약속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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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김범수 장로) 

 

 

 

 

                   수 요    예 배                   
 

6월 26일 오후 7시30분                                                                설교 :  조남종 목사 
 

마28:19 (막16:16, 겔 36:25-27, 요1:33) 

“세례의 의미와 제정”  

7,8구역 특송 (다음주: 9구역)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 양성희          613-292-1320        12구역 
 

 

 

 예배–행사 

① 한국(6.25) 전쟁 추모와 세계난민을 위한 기도 / “6.25 전쟁 추모일”과 “세

계난민 주일”을 맞아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② 세례식 / 다음 주일 2 부 예배 중에 세례식(김윤희 성도)이 있습니다.  
 

 모임-교육 

① 여름성경학교 / 아이노스: 6 월 28~29 일, 교회.  필로이: 6 월 29~30 일, 

Siloa Retreat Centre (Perth). 자세한 일정과 협조사항은 학부모 서신 참조 

② 남선교회 주관 가족 캠핑 / 7 월 25~27 일(목~토)까지. 장소는 Base de 

Plein Air(Denholm QC). 참가비는 2 박 3 일–$120, 1 박 2 일–$80 (참가비에

는 야영지와 단체 음식 포함). 참가신청은 남선교회 운영진께  

③ 원주민 여름단기선교 참가신청 / 선교일정: 8 월 3~7 일 예정. 지원기간: 7

월 1 일까지. 참가비용 및 참가문의는 원주민선교부 박재홍 집사께 
 

 안내 

① 니카라과 선교 Fundraising / 오늘 예배후 음식과 키체인 판매합니다. 2

여선교회 주관으로 비닐장갑과 라텍스 장갑도 판매합니다.  

② 니카라과 선교 Donation / 선교지 사역에 필요한 메니큐어, 색연필, 마커, 

스티커 등의 용품을 찬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오타와한인도서관 도서관 Donation / 매주 수요일 오후 4~7 시 임시개방. 

깨끗하고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책을 구합니다. 교회 친교실 

수납공간에 가져와 주시면 한인도서관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 7 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김문숙       2 부/ 한은신,마종현 
 주차 : 이봉근, 이수근     친교 : 8구역(6월 23일), 9구역(6월 30일) 
 

 

► 헌금 (6월 16일 합계 $16,894.75)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3,31,35,38,41,44,45,53,63,72,131,143,188,216,218,265,266,269,273,274,육심인  

감  사: 53,140,156,177,209,218,264,김재희   

건  축: 1,22,40,45,63,71,94,109,177,219,제2여선교회 

선  교: 1,95,176,177,218,222,232,현학자,현화신,현문정,현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