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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첫번째 주일예배 (현장 & Live Stream)                   

오전 10:30                                                인도,설교: 박만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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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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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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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Prayer  .............................................................................................  정운용 장로 

 찬    양 Anthem  .....................  갈보리산 십자가에 ................  마하나임 성가대 

 봉    헌 Offering  ............................  215장(35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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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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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한복음 6:35 ..........................................  다함께 

 설    교 Sermon ......................... “예수, 생명의 떡” .......................................  설교자  

* 찬    양 Praise  ..................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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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현장예배)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온라인예배) 

   (다음주일 예배기도: 최봉균 장로) 
 

 
 

          수요일 예배 (현장예배 및 Live Streaming)                     
 

03월 01일, 오후 7시30분                        설교: 이도윤 목사 

요한계시록 2:8-11 “박해속에서 인내하는 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                      
 

03월 04일, 오전 6시                             설교: 박만녕 목사 

마태복음 16:21-28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48 권 09 호                              2023 년 02 월 26 일 

  

“사순절” 
 

“내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사순절은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려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매우 어려운 기간이 될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매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하소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 헨리 나우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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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 예배–행사 

① 사순절 /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절제와 기도의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사순절 금식헌금은 ‘Lent’ 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기교인총회(재정) 소집 / ‘2022 년 결산 및 2023 년 예산’ 일시- 2 월 

26 일(오늘) 저녁 8 시 (zoom). 회원 자격: 헌장 제 5 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본 헌장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만 18 세 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 (or 예배)하고 

교회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사역자(1 부)예배 도우미 모집 / 아래와 같이 ‘사역자예배’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반주자(1 명), 방송(1 명), 안내(1 명) (문의-교역자) 

④ 금요기도회 / 일시: 매월 첫째 금요일(저녁 7 시). 청년회 주관. 

성도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3 월은 3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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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란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모임–교육 

① 구역장 정기모임 / 2 월 27 일(월) 저녁 8 시. Zoom. 

② 세례(입교) 신청 / 집례일: 4 월 2 일, 교육일정: 3 월 19 일부터 2 회 

실시, 신청: 사무실 (청년,학생들은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3 월 19 일.  

③ OKCC 제자학교 / 2023 년 OKCC 제자학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서학당(마가복음 상), 성경개론(성경은 드라마다), 부모교실 

(행복한 부모교실)’ (상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비치된 신청서를 

참조하세요)  

④ 교육부서 사역소개 / 매주 보내드리는 교육부서 사역소개와 

기도제목을 관심가지고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 안내–알림 

① 믿음의 부모-자녀 Matching / 학교와 직장 관계로 오타와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가정을 

모집합니다. (문의-코너스톤, Mosaic, 바후림 담당 교역자) 

② 건물외형 선호도 조사 / 건축위원회에서는 신축교회 건물의 

외형에 대한 두가지 옵션을 놓고 성도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자료를 보시고 총회시 투표해 주세요.  

 
 

 

③ 본당 출입 및 주차 안내 /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 친교실쪽으로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본당 뒷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입구 정차는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 3 월 예배위원 및 주차위원  

   예배위원 : 조영은, 한은신, 백영경 

   주차위원 : 유영창, 이승환, 장윤택 
 

► 주일헌금 (2월 19일 합계 $13,033.42)【e-transfer:offering@okcc.ca】 

십일조: 3,17,24,25,31,44,71,75,133,138,139,151,178,201,228 

감사: 20,25,40,85,138,139,232   

건축: 20,38,41,45,138,180 

선교: 45,90,138,179 

특별모금: 11,18,35,42,67,79,116,120,126,139,181,238,Y* CHO, H* JO 

►건축헌금 누적금액 / $297,064.35 
 

► 2-3 월 교회 일정 (변경 가능)  

02 월 11 일 / 당회-집사회 연석회의 

02 월 12 일 / 남선교회 헌신예배 

02 월 17 일 / 정기당회 

02 월 18 일 / 중보기도회 수련회 

02 월 22 일 /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 

02 월 26 일 / 정기교인총회 (재정) 

02 월 27 일 / 구역장 정기모임 

03 월 05 일 / 상반기 OKCC 제자학교 광고 

03 월 16-18 일 / 코너스톤(학생회) 수련회 (Grace Field, 이재민 목사) 

03 월 19 일 / 새가족 공부(교회론 1) 시작 - 3 주간 
 

 
 

2 0 2 3 / O K C C  

“ 복음 알기! 복음 살기! ”(롬 1:16-17) 

 

2 월 공동체 암송성구  

“창세기 1:27-28” 

about:blank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오전 09:00   (사역자 예배) 4월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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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아이노스) 

• 유초등부: 오전 10: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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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평일-Zoom, 토요일-현장&Zoom) 

• 수요예배(강좌): 매주 오후 7: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 구 역 예 배:  구역 상황에 맞춰서 모입니다. 

• 금요 기도회: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00 (청년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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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동(서기), 김범수, 배찬우, 유영창, 이승환, 이인원, 

            정운용, 최봉균 

• 집사회장단: 강명교(회장), 한철웅(총무), 이교운(회계) 

• 사무 간사: 김은정 (okcc.adm@gmail.com) 
 
 

 

 
 

  

 

 

함께 기도해 주세요(2월) 
 

• 복음알기! 복음살기! /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알게 된 복음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OKCC)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 기뻐하시는 예배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 교육부서, 구역, 가정, 삶의 예배). 

• 공동체 경건훈련 /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게 하셔서 세상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로, 능력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교회 매각과 건축 / 오타와시의 모든 행정절차들이 어려움없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당 신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 위원들을 위해서) 

• 믿음의 가정 / 주께서 교회 모든 가정에 주인이 되셔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자녀들의 앞 길을 인도하셔서 믿음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지키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 열방의 치유와 회복 /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과 차별과 

폭력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 선교 사역 / 코로나로 함께 하지 못했던 현장 선교가 실행되어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 교육부서 / 아이노스(영,유아,유치), 필로이(유,초등부), 코너스톤 

(학생회), 바후림과 모자이크에 속해있는 자녀들이 믿음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옵소서.  

• 구역과 선교회 / 모든 구역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남,녀 선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교회공동체의 행사(2월) / 제직,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구역장 

모임, 당회-집사회 연석회의, 중보기도팀 수련회, 젊은 부부회 

모임, 정기교인총회(재정). 

 
 

2023년 공동체 말씀묵상과 기도 

주일 (26일)  마 14:1-12 목 (2일)   마 15:21-39 

월 (27일)  마 14:13-21 금 (3일) 마 16:1-20 

화 (28일)   마 14:22-36 토 (4일)   마 16:21-28 

수 (1일)  마 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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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을 소개합니다~!

샬롬,�

코너스톤은�하나님을�예배하는�청소년들(G�7-12)의�모

임입니다.�예수�그리스도의�복음을�중심으로�말씀과�기

도,�삶의�실천으로�변화된�삶을�살기�소원하는�코너스톤

에�여러분을�초대합니다.�

Cornerstone�is�a�gathering�of�teenagers�(G7-12)�

who�worship�God.�We�invite�you�to�join�

Cornerstone,�where�we�aspire�to�live�transformed�

lives�through�the�Word�and�prayer,�centred�

around�the�Gospel�of�Jesus�Christ.

 기도제목�
-영감있는�예배:�하나님을�만나는�예배를�위해�

-끈끈한�공동체:�함께�음식과�말씀을�나누는�믿음의�동지들

로�자라가도록�

-학생회(Soma):�학생자치를�통해�주체적인�신앙인�리더로�

성장하도록�

-March�Break�Retreat�(Mar�16-18):�이번�수련회를�통

해�하나님을�만나고�더�깊이�알아가는�학생들의�수가�늘어

나도록��

-교사팀이�한�마음�한�뜻으로�하나님의�다음세대를�일으키

는�꿈을�꾸도록

핵심성구주제�/�Rooted�in�Christ�(Col�2:6-7)�

“Therefore,�as�you�received�Christ�Jesus�
the�Lord,�so�walk�in�him,�rooted�and�built�up��
in�Him�and�established�in�the�faith,�just�as�you�
were�taught,�abounding�in�thanksgiving.�

교육목표�/�E.P.L 

-Eat the Word of God/Food Together 
-Play & Pray 
-Learn & Live out the Gospel 

소마(학생회):�배지수(회장)�배지환�공태웅�이제니�윤서진�신동민��

교사:�유수진�최영은�김명준�홍세훈�Jeremy�최영우�황상현�이승희(소마담당)�

집사:�유수진�신옥수�

목회자:�김지회�(newkjh00@gmail.com,�905-818-4253)



오타와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회 신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오타와 시청에 제출할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들 대부분이 거의 준비가 되었고, 몇가지 

보충 자료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을 포함한 교회 안팎의 사정으로 

인허가 신청 절차가 늦어졌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일이 잘 

진행 되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타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중 하나가 신축할 교회 건물의 외형 예상도입니다. 이는 

교회의 외관을 결정 짓는 일이므로 밖에서 우리교회의 신축 건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붕의 형태를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면과 

건축비용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성도님들께서 어떤 외관을 선호 

하시는 지 알고자, 이와 같이 성도님들의 선호도를 조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페이지에 있는 건물 외형 그림은 지붕의 형태가 다른 두 종류의 외형입니다.  

 

(1) 첫번째 외형 (Page 2)은 현대식 디자인으로 Metal 지붕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외형 (Page 3)은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Metal, Fibre glass 

또는 일반적인 아스팔트 슁글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형태의 외형중 성도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외형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추위원회는 건물 외형 선호 조사 결과와 함께 다른요인들 (예 : 건축비, 실용성, 지붕의 

수명, 유지비용등)들을 감안하여 오타와 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외형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늘 건축을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드림  



1. 현대식 지붕 디자인 (Contemporary Roof) 

 

 
 

 
 

 
 



2. 전통적인 지붕 디자인 (Gable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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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CC "믿음의 부모-자녀 매칭(1 기)" 안내 
  

목적   
• OKCC 소속 청년/청소년 중, 오타와에서 객지 생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 
객지 생활의 외로움을 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함  

—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서적 입양 or 관계형성(Relation Building in Christ) 

  

기간  
• 현재(2023 년 2 월) ~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대상  
• 믿음의 부모: OKCC 내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  
• 믿음의 자녀: OKCC 바후림/EM/코너스톤 중, 집을 떠나 오타와에서 홀로 생활하는 청년/청소년 

  

프로그램 내용  
• 믿음의 자녀와의 정서적/신앙적 도움을 위한 만남과 기도 

-  신앙 외에도 오타와에서의 적응, 학교/직장의 문제 등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도 가능    

-  서로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도록 함 

-  최소한의 요건: 분기별 한번의 만남과 섬김, 생일 챙겨주기 

-  예시: 가끔씩 전화/카톡 연락하기, 번개 식사 미팅 등  

  

진행  
• 공개적으로 host family 모집 (신청한 청년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매칭: (가칭) "바후림/EM/코너스톤 교역자, 담당장로, 집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                 
      -  교역자와 집사/위원은 각각 해당되는 부서의 청년들만 대상으로 의논/결정함 

      -  한 가정 당 1 명 이상 매칭 가능 (호스트 가정이 원할 경우) 

      -  바후림/EM/코너스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매칭 주선 

• 매칭 이후:  
-  믿음의 부모-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소통 및 만남을 진행함  

-  만남 후 간략히 보고하기 (구글 링크 - 추후) 

    (예시: "000 믿음의 가정 - 0 월 0일 저녁에 만남, 함께 식사함" 정도 (비고: 기도제목 등)   

-  보고의 목적: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애로사항/개선사항" 등의 확인용  

  

기타 사항  
• 명절(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객지 생활하는 청년/청소년들을 식사에 초청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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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이   름  핸드폰  
이메일  
주   소  

신청하는 마음/다짐 
 
 

*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forms.gle/1f7gyGnpzExbf7z6A 
** 신청기간: 2023 년 2 월 26 일(주일) ~ 3 월 26 일(주일) 
 

 
상기 본인은 2023 년 “믿음의 부모-자녀 매칭” 프로그램에 믿음의 부모 가정으로 신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를 정성껏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이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