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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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줍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제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제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 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성경 묵상 (YouVersion).   정면돌파 30일                                                                                                                                    

일 (30일)   히 12:2    목 (04일)   호 12:4 

월 (01일)   시 37:11 금 (05일)   롬 12:11 

화 (02일)   마 15:28 토 (06일)    시 147:5 

수 (03일)   잠 4:12    

 

 

최악을 지탱하는 힘 

 

모름지기 농사를 모르는 도시인들은 봄 비가 많이 내리면 곡물 

씨앗이 자라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할 터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다.  

농부들은 경험상 봄날의 좋은 날씨가 오히려 식물들로 하여금 

뿌리를 얕게 내리게 하여 생존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이 왔을 때, 곡식이 쉽게 뿌리 뽑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충분한 비를 맞지 않은 식물은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 그리하여 

태풍이나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봄 날의 악천후가 식물들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인생도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악천후를 경디면 성장은 물론 

강인함을 얻게 되는 법이다. 결국 강기는 이렇게 길러지는 것! 

 

차동엽_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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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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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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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례 송 Hymn  ................................. 313장(352)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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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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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257장(189)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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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왕상 19:9~18  ........................................  인도자 

 찬    양 Anthem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마하나임찬양대(2부) 

 찬    양 Praise  ................................. 446장(500)  ...........................................  다함께 

 설    교 Sermon  ...........................  “후반전 준비” .............................  강석제 목사 

 세    례 Baptism  .....................................................................................................  맡은이 

 봉    헌 Offering  .............................. 216장(356)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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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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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나는 믿네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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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이인원 장로) 
 

 

                   수 요    예 배                   
 

7월 03일 오후 7시30분                                                                설교 :  최성현 목사 
 

사도행전 10:47-48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9구역 특송 (다음주: 10구역)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예배–행사 

① 세례식 /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윤희 성도께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

기를 기원합니다.  

② Canada Day / 내일은 ‘캐나다 연방 자치’를 기념하는 Canada Day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③ 니카라과 단기선교 파송 / 다음주일 2부예배 중. 선교일정: 7월 9~17일 

④ 7월 금요 심야기도회 / 7월 11일(금) 저녁 9시, 본당  
 

 모임-교육 

① 원주민 여름단기선교 참가신청 / 선교일정: 8월 3~7일 예정. 지원기간: 7

월 1일까지. 참가문의는 원주민선교부 박재홍 집사께 

② 구역모임 방학 / 여름기간(7,8월)에 구역예배 모임은 없지만, 중보기도와 

예배후 친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③ 남선교회 주관 가족 캠핑 / 7월 25~27일(목~토)까지. 장소는 Bas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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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영지와 단체 음식 포함). 참가신청은 남선교회 운영진께  
 

 안내 

① 니카라과 선교 Donation / 선교지 사역에 필요한 메니큐어, 색연필, 마커, 

스티커 등의 용품을 찬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② 오타와한인도서관 도서관 Donation / 매주 수요일 오후 4~7시 임시개방. 

깨끗하고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책을 구합니다. 교회 친교실 

수납공간에 가져와 주시면 한인도서관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③ 이주 / 백경숙 성도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하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7 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김문숙       2 부/ 한은신,마종현 
 주차 : 이봉근, 이수근     친교 : 9구역(6월 30일), 10구역(7월 07일) 
 

 

 

 

► 헌금 (6월 23일 합계 $7,911)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34,45,51,63,143,208,221,224,227,266,270,274   

감  사: 71,177,213,218                   건  축: 1,40,41,63,177 

선  교: 177,218,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