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려주일예배

(OKCC Live Stream)

오전 10:30

인도: 강석제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입 례 송 Praise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함께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제 46권 13호

2021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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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Hymn .............................. 141장(통132) ......................................... 다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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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봉

헌 Offering ............................ 413장(통470) ......................................... 다함께

것은 병적인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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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며 기도한다는 것

극도의 금식, 의도적인 수면 부족, 거친 옷 입기, 스스로 채찍질하기와
같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경
험하고 전유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웃지 않는
훈련을 부과한 어느 수사의 이야기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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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계 3:7~13 ........................................... 인도자
설

교 Sermon .................... “면류관을 받은 교회” ..................... 강석제 목사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강해 6)

고통받으셨는데 어찌 감히 웃을 수 있는가?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러
나 그의 동료 수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우울해하십시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하십시오. 괜히 주변 사람 다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빈 무덤, 곧 부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따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

찬

송 Praise ............................... 228장(통285) ......................................... 다함께

성 찬 식 Holy Communion ......................................................................................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 다함께

특별광고 Announcement ........................................................................ 교회이전위원회

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도 부활과 분리해서

*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는 이해할 수도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뉘지 않는

(다음주일 예배기도: 김범수 장로)

단 하나의 구원의 세계의 남극과 북극, 곧 참 복음의 양극입니다. 두
극 중에서 하나라도 치우면 구원은 무너집니다. (고통에 집착하는) 병
적 행위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피학증은 기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
다.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가는 자세는 무엇보다 감사입니다.
_유진 피터슨 (미국 목사, 영성가)

수요일 예배 (OKCC Live Stream)
3월 31일, 오후 7시30분

설교: 강석제 목사

벧전 5:5~15, "겸손하라. 대적하라"

토요일 새벽기도회 (OKCC Live Stream)
4월 3일, 오전 6시

설교: 강석제 목사

사 53:1~6, 고전 1:22~25,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 예배–행사
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 이번 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 시. YouTube.
주제: “분열되고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이루기”
② 세족식 / 이번 주 목요일(1 일). 가정별로 진행합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하며, 세족식 순서와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가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③ 성금요일예배 / 이번 주 금요일(2 일). 저녁 7 시 30 분. YouTube.

④ 귀국 / 김용섭-곽정희 성도 가정이 대사관(문화원)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편안한 귀국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⑤ 이전위원회 특별 광고 / 오늘 주일예배 직후. YouTube 예배 영상을
그대로 켜두십시오.
► 주일헌금(3월 28일 합계 $7,934.00) 【e-transfer: offering@okcc.ca】
십일조: 3,26,31,35,75,91,109,136,142,161,176
감사: 20,71,96,186

건축: 1,20,26,41,44,62,90

선교: 2,70,128,132,180,208

찬양, 공동참회와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일곱 말씀 묵상 등
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④ 부활절 예배 / 다음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

경건한 40 일 탄소금식 캠페인

사하며, 경배하고,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절예배로 드립니다.
⑤ 헌금안내 / E-transfer(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교회 사무실을

우리는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 40 일 동안 예수님의

방문하시거나 우편(혹은 인편)으로 교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금식헌금 하실 때는 “액수”와 “Lent”라는 message 를 적어 주십시오.

전통적으로 금식, 절제, 회개하며 기도와 소망으로 부활의 아침을

• 모임-교육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① 2 차 대지구입 관련 임시총회 / 오늘 저녁 7 시, Zoom 회의. 안건:

탄소금식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고자 기도하고

대지구입 최종 승인과 건축기금 사용 승인. 총회 회원 확인 및 안건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고통을 주는 댓가로 편리함을

문의는 집사회장단께

누리고 있던 사실을 ‘고백’하고,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 안내-알림

행동을 ‘회개’하며, 피조물의 고통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려는 예수

①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 총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지구환경 회복에 필요한 개인과 교회적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자녀들과

차원의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타와 한인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물이 세워지기를,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② 선교지를 위한 기도 /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회복되기를, 후원

1. 필요없는 물건 아무 것도 사지 않기
2.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아바쉬 가정(난민 스폰서쉽)의 캐나다

3. 전기사용량 줄이기

입국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고기금식

③ 부활절 비빔밥 / 친교부 주관, 이번 주 토요일(3 일). 교회 픽업 혹은

4.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배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주문 및 자세한 문의는 구역장 혹은

5. 종이 금식

박진영 집사께.

6.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주일 예배 안내

가정 성만찬 준비(종려주일예배)

• 1부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에서의 성찬 성례전을 진행하려고

• 2부예배: 오전 10:30

온라인 방송

합니다. 비록 전통적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찬예식을 통해 주님의

• 3부예배: 오후 1:00

온라인 방송 (영어권).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거룩하고 원활하게 성만찬을

• 4부예배: 오후 3:30

온라인 방송 (바후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유치부:

온라인 방송

• 유초등부:

온라인 방송 (1, 3주 YouTube, 2, 4주 Zoom)

• 중고등부: 오후 1:00

온라인 방송 (주일 3부; 수요일 6시 자체예배)

* 진행은 3월 28일 종려주일예배 중의 성만찬 순서를 따릅니다.

1. 가족 중에 집례자를 정하십시오.

평일 예배 안내

2.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예배전에 성찬의 의미를 교육하십시오.
4. 오락과 유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5. 예배시작 전에 예배 장소나 별도의 식탁에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① 빵 접시(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공동체를 상징)
② 포도주스를 담은 잔(포도주 가능,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

•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온라인 방송 (평일은 개인예배)

• 수요 예배:

온라인 방송

• 구역 예배: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 금요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③ 빈 잔들(가족 수만큼, 하나의 잔으로 돌려 마시는 것도 가능)
6. 성찬식이 마치면, 집례자는 성찬음식을 천으로 덮습니다.
7. 예배후, 집례자는 성찬 음식을 정리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음식이 남았다면, 버리지 마시고 집례자가 다
먹으십시오.

성만찬
성례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
다.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
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
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
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입니다.

섬기는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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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목사, 바후림 담당목사: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 English Ministry Pastor: 조남종 (njerrycho@gmail.com)
• 청소년부 교육목사: 조남종 (njerrycho@gmail.com)
• 유초등부 교육목사: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 영아ㆍ유치부 교육전도사: 임명희 (wegssein2@hanmail.net)
• 시무 장로: 김범수(서기), 유영창, 이인원, 정운용, 최봉균, 최정동
• 집사회장단: 정재용(회장), 최영우(총무), 배찬우(회계)
• 사무 간사: 김은정 (okcc.adm@gmail.com)
2021년 성경묵상. “하나님의 스토리: 1년 연대순 묵상 계획”
일 (28일)

삿 10,11,12

목 (1일)

개별묵상

월 (29일)

수 14,15,16

금 (2일)

삼상 1,2,3

화 (30일)

수 19,20,21

토 (3일)

삼상 4,5,6,7,8

수 (31일)

룻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