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예배 (섬기는 이들)                                                              
 

 1, 2부 예배:  오전 8:30(1부), 오전 11:15(2부) (강석제. sukjae.kang@okc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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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oung.park@okc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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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88 문: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사람으로 거듭 

나는 것입니다. 
 

제 89 문: 옛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제 90 문: 새 사람으로 거듭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91 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 묵상 (YouVersion).  31일 동안의 시편과 잠언/ Strong 개인 묵상 예배                                                                                                                      

일 (11일) 시30,60,90,120,150 잠30 목 (15일) 요13:34~35 엡4:1~7 

월 (12일) 시119 잠 31 금 (16일) 엡 6:10 

화 (13일) 마6:33 요3:16 갈2:20 토 (17일) 잠:2:1~5 잠 6:6~8 

수 (14일) 딤전6:12 약1:3   
 

 

2019 광복절 공동기도문 
 

인도자: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에 뜻깊은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회  중: 한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인도자: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독립운동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  중: 고난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자: 한국과 일본이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회  중: 과거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미래를 향하여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옵소서.  

인도자: 지난날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  중: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회  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행 20:36).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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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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1)  ................................................  다함께 

*광복절 공동기도 Common Prayer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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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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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582장(261)  ...........................................  다함께 

 기    도 Prayer  .............................................................................................  이인원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 3:1~8  .............................................  인도자 

 찬    양 Anthem  ............................  주님의 선물  ..................  마하나임찬양대(2부) 

 찬    양 Praise  ...............................  주님의 성령  ..........................................  다함께 

 설    교 Sermon  .........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  ..........  김선경 목사 

 봉    헌 Offering  .............................. 458장(513)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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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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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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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유영창 장로) 

 

 

 

                   수 요    예 배                   
 

8월 14일 오후 7시30분                                                                   설교 :  최성현 목사 

 

원주민단기선교 보고 예배 

(다음주: 11구역 특송)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 문근식–반선옥    1구역    613-762-5393 
 

 

 예배–행사 

① 김선경 목사 설교 /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김선경 목사 (배리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께 감사드립니다. 

② 단기선교보고 / 이번주 수요예배 중 

③ 졸업예배 / 8월 25일 2부예배 중.  

④ 가을 부흥회 / 9월 13~15일. 강사 숙소 제공이나 식사 접대를 원하시는 

분은 최봉균 장로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교육 

① 8.15 광복절 기념과 기도 / 광복 7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감사 기도와 

함께, 일본 정부로 인한 분쟁 중의 한국,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② 8.15 광복절 기념행사 및 한인도서관 개관 기념식 / 8월 15일(목) 기념식 

및 개관식(오전 11시, 대사관), 기념이벤트(오후 4시, 국회의사당) 

③ 새생명전도축제 준비위원회 모임 / 8월 28일 수요예배 후, 본당. 교구장

로, 교구권사, 구역장들, 전도부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안내 

① 이주 / 오홍섭(송지현)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② 장례 / 최봉균(이현영 권사) 장로 모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③ 결혼 / 박영은(박영석장로-한은신권사 장녀) 자매와 Robin Smith 형제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17일) 토론토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④ 휴가 / 강석제 목사 (8월 12~22일)  
 

 

 

 

► 8 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신원희         2 부/ 지연순, 이수아 
  주차 : 이상철, 마종현      친교 : 15구역(8월 11일), 16구역(8월 18일) 
 

► 헌금 (8월 4일 합계 $13,484)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1,5,6,13,19,31,34,36,44,53,63,70,86,117,143,150,15,231,257,266,273 

감  사: 38,44,53,110,186,221,228,255,270    건  축: 13,29,70,257 

선  교: 13,70,150,154,228,23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