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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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2 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1~17. 

제 93 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여섯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제 94 문: 제 1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95 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 (YouVersion).   Strong 개인 묵상 예배                                                                                                                

일 (18일) 잠 3:5~6 전 9:10 목 (22일) 롬 12:13~18 

월 (19일) 삿3:7~11;벧전 1:1~7 금 (23일) 시 20:7 시 112:7 

화 (20일) 잠 10:19 전 7:9 토 (24일) 롬12:1~2 고후 10:5 

수 (21일) 눅10:35~37 롬12:1~2   

 

 

휴식, 쉼, 안식  

  

.…..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쉬라고 가르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수 있으나 이레째는 쉬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긴 사람만이 사실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쉬되 그냥 쉬지만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쉬지 못하는 사람이나 쉼이 필요한 이웃도 생각하며 그들도  

쉬게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휴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쉽시다. 모든 것 내려놓고 쉽시다. 예배드리면서 쉬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쉽시다.” 

 

                       강영안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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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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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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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례 송 Hymn  .......................................  17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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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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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357장(397)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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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5:1~9  ......................................  인도자 

 찬    양 Anthem  ............................  은혜의 자리  ..................  마하나임찬양대(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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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교 Sermon  ....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  박만녕 목사 

 봉    헌 Offering  .............................. 430장(456)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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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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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양 Praise  .......................  세상의 유혹 시험이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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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기도 : 김범수 장로) 

 

 

 

                   수 요    예 배                   
 

8월 21일 오후 7시30분                                                                   설교 :  조남종 목사 

 

 

출 20:1~3 “십계명의 구분과 제1계명” 

11구역 특송 (다음주: 15구역)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예배–행사 

① 졸업예배 / 8 월 25 일 2 부예배 중.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2 부예배에 함께 합니다. 별도의 중고등부 예배는 없습니다.  

② 가을 부흥회 / 9 월 13~15 일. 강사 숙소 제공이나 식사 접대를 원하시는 

분은 최봉균 장로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새생명전도축제 / 11 월 17 일 설립기념주일. 기도하시며 초청할 이웃을 

정하시고,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초청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 

일정과 방식을 추후 광고 예정.  
 

 모임-교육 

① 세례-입교 교육 / 9 월 8 일부터(3 회), 오후 1~2 시, 친교실 2 층 

성경공부실. 세례-입교식은 추수감사주일(10 월 13 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은 9 월 첫주일까지 사무실로. 

② 새생명전도축제 준비위원회 모임 / 8 월 28 일 수요예배 후, 본당. 

교구장로, 교구권사, 구역장들, 전도부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③ 3 차 구제부 농장 봉사/ 8 월 31 일(토) 8:30am~12:30pm. Mansfield Road 

Stittsville. 참가신청은 친교실 신청서를 이용. 문의는 구제부 집사께 
 

 안내 

① 한국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도 / 올해는 광복 74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리고 일본 정부로 

인한 분쟁 중의 한국,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② 이주 / 방주호(진순종) 성도 가정이 벤쿠버로 이주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③ 휴가 / 박만녕 목사 (8 월 19~27 일)  
 

 

► 8월 봉사 위원 

  예배 : 1 부/ 신원희         2 부/ 지연순, 이수아 
  주차 : 이상철, 마종현      친교 : 16구역(8월 18일), 1구역(8월 25일) 

 

► 헌금 (8월 11일 합계 $9555.05)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3,31,38,41,53,55,57,63,143,153,177,188,218,227,234,265,266, 

       269,270,274 

감  사: 1,53,90,152,177,218,219,265        건  축: 22,40,94,177 

선  교: 36,48,95,177,218,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