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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주일 예배 (현장 & Live Stream)               

오전 10:30                                                인도,설교: 박만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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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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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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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Anthem  ..................  아기 예수께 경배하세 .............  마하나임 성가대 

 봉    헌 Offering  ...............................  거룩한 밤 ..............................................  맡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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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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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설교Scripture Reading& Sermon   ..........................................................  인도자 

 설   교1 ....................... 요1:1,9/“우리가운데 오신 하나님” ..........  김지회 목사 

 설   교2 .......................... Luke 2:25-32/“Wait No More” .............  조남종 목사 

 설   교3 .............................사2:1-5 /”열방의 시온 순례” ................  이도윤 목사 

 유아세례 Baptism  .....................................................................................................  인도자 

* 찬    양 Praise  .............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  다함께 
 

II 부 순서 / 성탄축하 발표회   사회 : 김지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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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일 예배기도: 최정동 장로) 

 
 

          수요일 예배 (현장예배 및 Live Streaming)                  
 

12월 28일, 오후 7시30분                        설교: 김지회 목사 

여호수아 3:1-17 “여호와의 법궤를 지나” 

 

 
 

 

 

                 전교인 아침 기도회                      
 

12월 31일, 오전 7시                             설교: 박만녕 목사 

신명기 33:29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47권 52호                              2022년 12월 25일 

엎드려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 2:11) 

 

“On entering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knelts down and paid him homage” 

 

예수님 앞에서 박사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경배였습니다. 

그분을 발견했다고 자화자찬하거나, 그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거나,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얻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들 자신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나요? 

 

“주 예수님, 당신 앞에서 저의 삶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 



 

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새가족 / 조용선 권사( 1구역) 
   

• 예배–행사 

① 성탄 주일예배 /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중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배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②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 함께 기도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12월 27일~31일 오전 6시. 

(31일은 전교인 아침기도회로 오전 7시에 함께 모입니다) 

③ 신년 예배 / 다음 주는 신년감사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바후림 

청년회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④ 함께 하는 ‘공동체’ 경건운동 / 2023년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경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묵상(매일성경), 공동체 성구암송 

(복음성구 12구절), 공동체 성경통독(맥체인 성경읽기), 공동체 

성경필사(구역별)등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믿음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⑤ 교회 Covid Policy / 예배당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⑥ 헌금안내 / E-transfer (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e-transfer시 

메시지 란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모임–교육 

① 코너스톤 교사 모집 / 학생회(코너스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지회 목사, 유수진,신옥수 집사 

② 수요 찬양팀 모집 / 수요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승찬집사 

③ 시니어 찬양단 모집 / 65세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지휘-최성욱 성도). 문의/ 이인원 장로..  
 

• 안내–알림 

① 헌금봉투 & 달력 수령 /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시에 반드시 확인란에 표시를 해주세요! 

(달력은 가정당 1 부씩입니다) 

② 주차 안내 / 교회 제직들은 주일예배시 교회 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월 예배위원 및 주차위원  

   예배위원 : 변명희, 이현영, 이호진  

   주차위원 : 박형수, 최봉균, 최정동 

 

►주일헌금 (12월 18일 합계 $10,169.50)【e-transfer:offering@okcc.ca】 
  십일조: 3,20,26,31,39,86,91,101,149,169,176,271, 

  감사: 20,25,63,90,97,202, 

건축: 1,20,26,39,41,44,45,82,144,149, 

선교: 45,143,179,189, 

►건축헌금 누적금액 / $283,054 (12/18) 
 

► 12-1 월 교회 일정 (변경 가능)  

12 월 04 일 / 정기교인총회 (인사) 

12 월 05,06 일 / 교역자 수련회  

12 월 12 일 / 구역장 모임(2022 년 마지막) 

12 월 25 일 / 성탄절예배 (유아세례) & 성탄축하행사 

12 월 27-31 일 /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31 일-전교인 아침기도회) 

12 월 30 일 / 정기당회 

01 월 01 일 / 신년감사예배(성찬식) 

01 월 13-15 일 / 바후림 겨울수련회(강사-이정주 선교사) 

01 월 21-22 일 / 제직 수련회 및 헌신예배 

(교육부서, 선교회, 집사회 일정도 기재 가능) 
 

 
 

 

2/0/2/3/ O/K/C/C/  

“ 복음 알기! 복음 살기!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16-17) 

“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간 / 12 월 27 일 ~ 12 월 31 일 (31 일 전교인 기도회) 

시간 / 평일-오전 6 시  토요일-오전 7 시 

about:blank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 2부예배: 오전 10: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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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부예배: 오후 3:15    현장 예배 (바후림 – 한어 청년).   

• 영아 유치부: 10: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아이노스) 

• 유초등부: 오전 10: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필로이) 

• 중고등부:오전 10: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코너스톤) 
 

 

 

                         평일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일-Zoom, 토요일-현장예배) 

• 수요  예배:  매주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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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사 소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님 사역보고서는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지면에는 선교사님의 2023년 사역내용과 기도제목만 

싣습니다.  
 

태국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  사역지 : 태국중부지역 
 

1) 사역내용 

가. 태국 중부지역 무교회 도시에 지속적인 교회개척 및 미자립교회 

육성 사역 

나.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신학생 장학지원 사역 

다. 태국기독교단과 전도훈련원 등에서 전도 및 지도자훈련 사역 

라. 현지교단/노회와의 협력사역 

마. 기독교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사역 (싼띠쑥 크리스찬아트 센터) 

바. 끌렁떠이 슬럼가 유치원 지원 사역 및 단기팀과의 전도 사역 

 

2)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개척교회들이 회복되어 지도록 

나. 개척된 교회들이 성장하여 자녀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육성해 가도록 

라. 태국 현지 교단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 지도록 

마. 안식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 한국교회 방문과 보고, 한국내  

태국인 노동자 현황 및 사역 리서치, 선교전략포럼 참석 

 

3)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기도제목 

가. 최승근 이소민 선교사의 영적 강건함과 성령 충만, 건강을 위해서 

(고지혈증, 골다공증, 어깨통증, 만성후두염, 낙상수술후 발뒤꿈치 

통증 등) 

나. 주께서 자녀 예찬, 예성의 인생 진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다. 연로하신 장모님의 건강(파킨슨병과 골다공증)과 요양병원에서의 

 노후생활을 지켜 주시기를 

 
 

 

2022년 성경묵상 본문 (매일성경/새벽기도회) 

주일 (25일)  요일 4:11-21 목 (29일)   요이 7-13 

월 (26일)  요일 5:1-12 금 (30일) 요삼 1-8  

화 (27일)   요일 5:13-21 토 (31일)   요삼 9-15 

수 (28일)  요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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