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감사 주일 예배

(Live Stream & 현장예배)

오전 10:30

인도,설교: 박만녕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 ................................................ 청년 찬양팀
제 46권 47호

2021년 11월 21일

참된 공동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얻어 스스로에게 묻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과연
남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에 나의 자유를 스스로 비우는 비움의
공동체인지 묻게 하소서.
노심초사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자유의 남용으로 시련에 빠져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동체인지 스스로 묻게 하소서
달려가시는 주님!
귀환하는 자매 형제를 먼 거리에서 대번에 알아보는 영적 투시력을,
과연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지, 보자마자 버선발로 바로 달려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하소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죄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치를 베풀어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그 아픔을 없애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그
기쁨을 확장시키는 잔치 공동체인지 스스로 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의 주인이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며 변두리가 중심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뜨겁게 체험하는 당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완상 장로 (前한성대 총장)

기

도 Prayer ............................................................................................. 최봉균 장로

찬

양 Anthem .................................... 교회 ...................................... 연합 찬양대

봉

헌 Offering .......................... 435장(통49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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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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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느헤미야 3:1-32 ..................................... 인도자
설

교 Sermon ............................................ .......................................................... 설교자
“함께 세워가는 교회”

*찬

양 Praise ........................................ 교회 ..................................................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 인도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현장예배).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온라인예배).
(다음주일 예배기도: 최정동 장로)

수요일 예배 (OKCC Live Stream)
11월 24일, 오후 7시30분
고린도전서 3: 10-17

설교: 이도윤 목사
“불을 통과하게 될 인생의 공적”

토요일 새벽기도회 (OKCC Live Stream & 현장예배)
11월 27일, 오전 6시

설교:박만녕 목사

기도:손미혜 권사

고린도전서 12:12-26 “은사, 한 몸 교회 세워가기”

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새가족 / 백진택(청년), 윤주환(청년)

• 예배–행사

<담임목사 청빙, 교회매각 및 새예배당 건축, 새가족, 아바쉬 가정 정착>
③ 크리스마스 선물 수집 /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수집기간-11 월 28 일~12 월 19 일(4 주) 대상-부탄,
네팔, 미얀마, 알카심, 아바쉬 가정(156 명) 문의/ 국내선교부
④ 방역을 위한 당부(방역팀) / 본당 입구에 준비된 일회용 소독천으로
앉으시는 곳과 주변을 닦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2 월 안내위원 / 권영미, 이상례, 조상은, 최영은

① OKCC 설립 감사 연합예배(45 주년) / 오늘은 교회설립 45 주년을
감사하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 주일헌금 (11월 14일 합계 $14,153.38) 【e-transfer: offering@okcc.ca】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십일조: 25,26,31,35,39,41,44,51,71,75,85,98,99,121,136,146,220,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배지수,이다인
건 축: 20,44,62,186

② 11 월 예배 (주일,수요,새벽) 안내 /
ᆞ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ᆞ새벽기도회는 Zoom(화~금)과 현장(토)예배를 병행합니다.
ᆞ수요예배는 별도의 광고 전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③ 현장예배 안내 / “예배자 지정석’ 스티커가 보이는 곳에 앉아주세요.
ᆞ현장예배 참석은 백신을 완전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백신 QR 코드, 완전접종 증명서 지참)
ᆞ 12 월부터 온타리오 정부의 제한 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출입시 체온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 자가진단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세요)
④ 헌금안내 / E-transfer (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혹은 인편)으로 교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1 년
헌금봉투를 사용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⑤ 성찬식 / 다음주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교육
① 정기(인사)총회 소집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인사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시-12 월 5 일 저녁
8 시 줌계정을 사용해서. 총회원자격: 헌장 제 5 조 -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본 헌장에 명시된 신앙 고백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만 18 세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or 예배)하고
교회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안내-알림
② 기도해 주세요 / 아래의 기도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5,20,25,35,90,108
선 교: 39,110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 2부예배: 오전 10:30

온라인 및 현장예배 병행

• 3부예배: 오후 1:00

온라인 및 현장예배 병행 (영어권).

• 4부예배: (한어-청년)

당분간 2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바후림).

• 유치부:

온라인 방송

• 유초등부:

온라인 방송 (1, 3주 YouTube, 2, 4주 Zoom)

• 중고등부: 오후 1:00

온라인 몇 현장예배 병행(유스 수요모임 6시)

평일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

평일은 Zoom, 토요일은 현장예배와 온라인 방송 병행

• 수요 예배:

온라인 방송

• 구역 예배: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 금요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청빙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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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빙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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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개별 묵상

목 (25일)

고전 5-8

월 (22일)

살후 1-3

금 (26일)

고전 9-11

화 (23일)

행 18:19-28

토 (27일)

고전 12-14

수 (24일)

고전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