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오전 8:30  4월 5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 2부예배:  오전 11:15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 3부예배:  오후 1:00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 4부예배:  오후 3:00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 중고등부: 오전 10:00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 영아-유치부:  오전 11:15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 유초등부:  오전 11:15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주중 예배                                                                                  
 

• 새벽기도회 : 가정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 수요  예배 :  4월 5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 금요기도회 :  4월 5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 구역  예배 : 4월 5일까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강석제 (sukjae.kang@okcc.ca, 613-869-0271)  

• 부목사: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 English Ministry Pastor: 조남종 (njerrycho@gmail.com) 

• 영아-유치부 교육전도사: 임명희 (wegssein2@hanmail.net)  

• 유초등부 교육목사: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 청소년부 교육목사: 최성현 ( jeffrey.choi8826@gmail.com)  

• 시무장로: 김범수, 유영창, 이인원, 최봉균  

• 집사회장단: 회장-이승환, 총무-최정동, 회계-배찬우 
 

 

 

 

 

성경 묵상(YouVersion). “충만한 기쁨(존 파이퍼)” 

일 (15일)   마 8:28-29    목 (19일)  벧전 3:18 

월 (16일)   마 24:14    금 (20일)  갈 2:20 

화 (17일)   고후 1:20    토 (21일)  롬 8:32 

수 (18일)   히 6:17-18   

 

제 45권 11호                                  2020년 3월 15일 

 

 

 

 

 

믿음이란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 마틴 루터킹 2 세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even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 Martin Luther King, Jr 

mailto:wegssein2@hanmail.net


            사순절 세번째 주일 예배                                        

오전 11:15                                                  인도: 강석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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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례 송 Hymn  .......................................  3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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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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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Hymn  .................................  371장(419)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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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헌 Offering  ................................  84장(96)  .............................................  다함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강석제 목사 

 광    고 Announcements  ...............................................................................  강석제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대하 7:14  ............................................  인도자 

 설    교 Sermon  ...............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  강석제 목사 

    (Missional Life 4) 

* 축    도 Benediction  ......................................................................................  강석제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주일 예배기도 : 최봉균 장로) 

(다음주일 예배통역 : 당분간 없습니다) 
 

 

 

 

 

 

 

 

                    수 요  예 배                      
 

 4월 5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인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교우부와 안내위원을 만나십시오. 
   

 

• 예배–행사 

① 사순절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고, 절제와 기도의 경건생활에 힘쓰십시오.  

② 정기예배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이번 주일 (3 월 15 일 부터 4 

월 5 일까지 오타와한인교회 예배당에서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Online 예배로 대체합니다 

③ 주일 온라인예배 /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15(한국어)와 오후 1 시(영

어)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해당 시간 이후 녹화 동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

다 오전 11시 15분 예배 영상은 YouTube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OKCC Live Stream”을 검색하십시오.  

④ 헌금 / 해당 기간 E-transfer 헌금을 하실 수 있으며, offering@okcc.ca 로 

보내주십시오. 사순절 후원헌금(시리아 난민 돕기)은 액수와 함께 “금식

헌금”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모임-교육 

① 종려주일 세례-입교식 / 연기합니다.  

② 주일학교 교육 / 교육부서 교역자들께서 자료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 안내 

① 시리아 난민 초청 Task Force 팀 모집 / 난민 태스크 포스팀(환경, 교육, 

직업, 물건수집 등)으로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국내선교부  

김광신(kwansin.kim@gmail.com)/강정은 집사에게 연락 주십시요. 

② 이주 / 이수근-호정주 성도 가정이 Victoria(BC)로 이주하십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③ 사임 / 중고등부 교역자로 수고하셨던 최성현 목사께서 오늘부로 사임하

십니다. 중고등부 후임 선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 (3월 8일 합계 $14,628.10)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3,6,10,31,36,41,44,51,54,55,57,63,64,70,75,101,114,130,132,142, 

  149,227     감사: 177,219      건축: 1,10,62,177 

 선교: 10,31,52,70,71,90,95,110,124, 131,177,186    

https://okcc.ca/038
https://okcc.ca/371
https://okcc.ca/084
https://okcc.ca/api/pref/대하7:14/NKRV/1/0
mailto:offering@okc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