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안내
 1부예배: 오전 8:30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2부예배: 오전 11:15 당분간 온라인(YouTube)으로 드립니다.
 3부예배: 오후 1:00

당분간 온라인(Facebook)으로 드립니다.

 4부예배: 오후 3:00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시간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아-유치부: 오전 11:15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초등부:

제 45권 18호

오전 11:15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0년 5월 3일

“어머니의 기도”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 : YouVersion 일정. 토요일은 YouTube, “OKCC Live Stream”.
 수요 예배 : YouTube, “OKCC Live Stream”.

주님,
저에게 맡겨 주신 아이들은
당신이 제게 베푸신 커다란 선물임에

 금요기도회 :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일상에서
자주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섬기는 이들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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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말에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목사: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도와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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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저를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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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유초등부 교육목사: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청소년부 교육목사: 청빙중

용기를 주소서.

 시무장로: 김범수, 유영창, 이인원, 최봉균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집사회장단: 회장-이승환, 총무-최정동, 회계-배찬우

인내로 참아 주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경 묵상(YouVersion). “충만한 기쁨(존 파이퍼)”
일 (3일)

요일 1:9

목 (7일)

대하 16:9

월 (4일)

롬 11:35~36

금 (8일)

벧전 1:3

화 (5일)

고후 7:4

토 (9일)

시 63:1~2

수 (6일)

느 8:12

_작자 미상(외국)

주 일

예 배

오전 11:15 (OKCC Live Stream)

교회 소식
인도: 강석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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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행사
① 가정의 달 /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은 어머니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입 례 송 Hymn .............................. 73장(통일 73) ........................................ 다함께

② 주일예배 / 한국어 예배는 매주일 오전 11:15, YouTube 의 “OKCC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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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 (생중계와 녹화영상). 영상예배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기원 Invocation .................................................................................................. 인도자
찬

송 Hymn .......................... 559장(통일 305) .................................... 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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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헌 Offering ....................... 438장(통일 495)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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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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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 20:22~23 ......................................... 다함께
설

교 Sermon ......................... “성령을 받으라” .......................... 강석제 목사

찬

송 Hymn ........................... 내 맘 속에 있는 .....................................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 강석제 목사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③ 수요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 /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30(수요예배), 토요일 새벽 6:00(토요새벽기도회)
④ 헌금 / 아래 내용 참조. 헌금 문의는 회계집사께 (seanbai@hotmail.com)
1) E-transfer 방식의 경우 offering@okcc.ca 로 보내주십시오.
2) 매주일 예배 헌금시간에 봉투에 헌금을 담아 주시고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다시 오실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드리시면 됩니다.
3) 수표(현금은 불가)를 교회나 회계집사께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임-교육
① 예배 및 모임 사진 / 예배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revival.okcc@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② 주일학교 예배 및 교육 /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부
모님들께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안내
① COVID-19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 / 자가격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주님의 치유 역사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② 교회 건물 출입 / 예배중계와 건물관리 용무 외에는 출입하실 수 없으며,

수 요

필수적인 방문이라도 사전에 사무원에게 방문계획을 알리십시오.

예 배

5월 6일 오후 7시30분

③ 시리아 난민 초청 / 수속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강석제 목사

느 8:8~12, “참된 지식이 더욱 큰 기쁨을 준다”

④ 국내선교부 봉사자 모집 / 1) 매주 화요일 달하우지 음식포장 (아침
10:00~오후 12:30), 두 분씩 참여가능. 2) 아랍인교회 독거노인 장보기와
배달 8 명 (일회봉사). 봉사가 가능하신 분은 613-979-8781 (김광신 집사)
으로 연락하십시오.

토요일 새벽기도회
5월 9일 오전 6시

설교: 강석제 목사

시 63:1~2,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 헌금 (4월 26일 합계 $8,263.00)
【e-transfer to: offering@okcc.ca】
십일조: 19,26,39,45,63,75,91,101,142,183,213
감사: 20,32,39,85,178
건축: 1,20,22,41,90
선교: 71

“내맘속에있는” Ruth Caye Jones
CCLI License# 143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