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일 예 배 (현장예배 & Live Stream)                

오전 11:15                                               인도,설교:박만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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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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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배와 찬양 Praises & Worship  ............................................................................  찬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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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Anthem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  마하나임 성가대 

 봉    헌 Offering  ............................  322장(통357)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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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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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편 8:1-9..............................................  인도자 

 설    교 Sermon .............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2” ...........................  설교자  

* 찬    양 Praise  ..........................  여호와 우리 주여  ....................................  다함께 

* 축    도 Benediction  .................................................................................................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현장예배).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온라인예배). 

(다음주일 예배기도: 최정동 장로) 
 
 

           수요일 예배  (현장 & Live Stream)             
 

06월 01일, 오후 7시30분                       설교: 이요한 선교사 

고후6:1 창12:1-2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명”  
 
 

 

 

 

 

        토요일 새벽기도회 (현장 & Zoom Live )              
 

06월 04일, 오전 6시                             설교: 박만녕 목사 

            사무엘상 17:24-40  “승패가 결정난 싸움”  

제 47권 22호                                 2022년 05월 29일 

 

 

구약으로 살아가는 삶 

 

 

“ 나는 점점 더 구약성서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구약성서를 신약성서보다 더 많이 읽었네.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유를 알 때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있고,  

삶과 세상이 사라져 끝장난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할 때만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새로운 세상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만  

은혜에 관해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가 정당한 현실로 우뚝 설 때만 

용서와 원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네.  

너무 빨리 너무 곧장 신약성서의 사람이 되어  

신약성서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본훼퍼 목사 

file:///C:/Users/yeil/Desktop/okcc/wekly/20200816%20주보%20PAGE1.docx


 

교회 소식 
 

•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 예배–행사 

① 성령강림 주일 /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② 특별 수요기도회 /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이요한 선교사님께서 

이번주(6/1) 수요기도회에서 말씀과 선교보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되기를 원합니다.   

③ 수요, 새벽 기도회 변경사항 / 새벽기도회 시간이 평일 새벽 5시 30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 6시). 수요 기도회와 토요새벽 기도회는 

현장예배와 병행해서 드립니다 (유튜브와 줌은 그대로 진행). 

④ 교회 Covid Policy 수정 / 온라인 예배와 현장예배는 계속 병행됩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되 거리유지와 백신은 해제됩니다. 그리고 

교회내 소그룹 모임은 허용되지만, 상황이 엄중해지는 관계로 실내 

취식과 교제는 금지합니다. 자가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주십시오.  

⑤ 헌금안내 / E-transfer (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e-transfer시 

메시지란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모임-교육 

① 교사모집 / 교육부서(아이노스, 필로이, 코너스톤)를 섬길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해당 부서 부장과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구역장 정기모임 / 5 월 30 일(월) 8 시 Zoom 으로 모입니다.  

③ 정기 집사회 / 6 월 3 일(금) 저녁 8 시 Zoom 으로 모입니다.  
 

• 안내-알림  

① 이단 경계 / 오타와에도 이단들(신천지, 구원파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단을 만나는 경우에는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야외예배 & 소풍 / 5 월 29 일 바후림 야외예배와 Mosaic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③ 아랍시니어 장보기 / 아랍시니어를 위한 장보기와 배달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가 가능하신 분은 도시선교부의   

   김지나 집사(카톡 ID Marchtwo) 에게 연락해 주세요. 
 

 

 

 

 ► 6 월 예배위원 및 주차위원  

 예배위원 : 권영미, 유혜선, 이호진, 임영선 

 주차위원 : 김범수, 배찬우, 백승곤 
 

► 주일헌금 (5월 22일 합계 $7,743.60)【e-transfer: offering@okcc.ca】 

 십일조: 25,26,85,91,136,177,정호영 

 감사: 20,31,90,156,177,200,215, 

 건축: 20,22,23,24,26,41,45,177,정호영 

 선교: 45,124,177, (프랑스선교 $50) 

 

► 건축헌금 누적금액 / $172,715 (5/22까지)  

 
 

► 5-6월 교회 일정 (변경 가능) 

 5월 01일 –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식) 

             아이노스, 필로이 야외예배 (Vincent Massey Park) 

 5월 08일 – 어머니 주일    

 5월 15일 –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5월 19일 – 코너스톤(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5월 29일 – 바후림 야외예배, Mosaic 소풍 

 5월 30일 – 구역장 정기 모임(5월) 

 6월 03일 – 정기 집사회  

 6월 05일 – 성령 강림절 

 6월 19일 – 아버지 주일 

 6월 25-26일 – 아이노스 & 필로이 VBS 

 6월 27일 – 구역장 정기 모임 

 (교육부서, 선교회, 집사회 일정도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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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 2부예배: 오전 11: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 3부예배: 오후 1:0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영어권). 

• 4부예배: 오후 3: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바후림 – 한어 청년).   

• 영아 유치부:   온라인 예배  

• 유초등부: 오전 11: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격주)  

• 중고등부: 오전 10:0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평일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 Zoom으로 예배 (토요일 현장 및 Zoom으로 예배) 

• 수요  예배:  현장 및 온라인 예배 

• 구역  예배:  구역 상황에 맞춰서 모입니다. 

• 금요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 바후림 담당목사: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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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ㆍ유초등부 교육목사: 김지회 (newkjh00@gmail.com)  

• 영아ㆍ유치부 교육전도사: 김광신 (Kwangsin.Kim@gmail.com) 

• 시무  장로: 정운용(서기), 김범수, 배찬우, 유영창, 이승환, 이인원, 

            최봉균, 최정동 

• 집사회장단: 서정훈(회장), 강명교(총무), 이교운(회계) 

• 사무  간사: 김은정 (okcc.adm@gmail.com) 
 

 

 

 
 

  

2022년 성경묵상(매일성경 - 새벽기도회) 

일 (29일) 삼상 14:24-35 목 (02일) 삼상 16:1-23 

월 (30일) 삼상 14:36-52 금 (03일) 삼상 17:1-23 

화 (31일) 삼상 15:1-15 토 (04일) 삼상 17:24-40 

수 (01일) 삼상 15:16-35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한 해, 삶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길. 

•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생명력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주일, 교육부서, 구역, 가정). 

• 말씀과 기도를 비롯한 경건훈련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 교회 매각과 신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기를. 

•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지켜주시기를. 

•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과 차별과 기근과 피조세계의 

파괴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각 자의 상황속에서 할 일들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 제자훈련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 다시 시작된 현장예배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재개되는 교육부서의 현장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 위축되었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이 다시 능력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현장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 어린이 주일과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 오타와에 활동중인 이단들의 영향이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 교육부서의 부족한 교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경배와 찬양(월 1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 이요한 선교사님의 선교보고와 말씀을 통해서 주춤하고 있는 

선교사역들이 생명력있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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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일부터  

매월 마지막째 주일에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반기나 내년부터는  

매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마음모아 성 삼위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배와 찬양곡  

1. 이 땅위에 오신 

2. 당신은 영광의 왕 

3. 주 없이 살 수 없네 

 

파송찬양곡 

1. 여호와 우리 주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