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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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78 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79 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에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성경 묵상 (YouVersion).    31일 동안의 시편과 잠언                                                                                                                          

일 (14일) 시2,32,62,92,122, 잠2    목 (18일) 시6,36,66,96,126, 잠6 

월 (15일) 시3,33,63,93,123, 잠3 금 (19일) 시7,37,67,97,127, 잠7 

화 (16일) 시4,34,63,94,124, 잠4 토 (20일)  시8,38,68,98,128, 잠8 

수 (17일) 시5,35,65,95,125, 잠5   

 

 

 

태도의 중요함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보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다.  

 

God often comforts us,  

not by changing the circumstances  

of our lives,  

but by changing  

our attitude toward them. 

 

- S.H.B. Masterman 

제 44권 28호                                2019년 7월 14일 

mailto:wegsse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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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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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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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85장(85)   ...........................................  다함께 

 기    도 Prayer  .............................................................................................  최봉균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단 1:3~9  .............................................  인도자 

 찬    양 Anthem  ..................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마하나임찬양대(2부) 

 찬    양 Praise  .....................................  복이라  ...............................................  다함께 

 설    교 Sermon  ............  “위험한 10대, 위대한 10대”  .............  강석제 목사 

(다니엘강해 2) 

 봉    헌 Offering  ...................................  38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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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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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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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유영창 장로) 

 

 

 

 

                   수 요    예 배                   
 

7월 17일 오후 7시30분                                                                설교 :  이도윤 목사 

출 12:13; 롬 6:6-9, 12-14,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12역 특송 (다음주: 13구역)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 이정수-주혜란       613-295-6394     9구역 
 

 

 

 

 예배–행사 

① 니카라과 여름단기선교 /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 선교보고는 다음 주 

수요예배(24일) 중에 있습니다.  

② 새생명전도축제 / 저희 교회는 매년 가을(주로 설립기념주일)에 오타와 

한인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변을 돌

아보시고, 전도초청자를 정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후, 복음과 예배의 자

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교육 

① 원주민 여름단기선교 / 선교일정은 8월 3~7일이며, 참가나 후원 문의는 

원주민선교부 박재홍 집사께 

② 남선교회 주관 가족 캠핑 / 다음주 목~토(25~27일)일정이며, 장소는 

Base de Plein Air(Denholm QC). 참가신청은 남선교회 운영진께.  
 

 

 안내 

① 주일학교 교사 모집 / 새로운 학기가 9월에 시작합니다. 유치부, 유초등

부, EM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역자나 부장들께 문의하십시오. 

② 결혼 / 변승규 형제와 이진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지난 주에 결혼하신 Ellia Lim 형제와 Christine Park 자

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③ 이주 / 이규영 성도(박옥선 권사) 가정이 토론토로 이주하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7 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김문숙       2 부/ 한은신, 마종현 
 주차 : 이봉근, 이수근     친교 : 14구역(7월 14일), 12구역(7월 21일) 

 

 

 

 

 

 

► 헌금 (7월 07일 합계 $23,775.55)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1,5,19,35,53,55,57,72,81,98,117,143,215,216,227,240,266,270,육심인 

감  사: 53,71,90,177,257,273     건  축: 4,22,41,177 

선  교: 31,177,213,23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