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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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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동 장로 

 찬    양 Anthem  ..............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 .........  마하나임 성가대 

 봉    헌 Offering  ............................  217장(36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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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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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한복음 10:7-16 ......................................  다함께 

 설    교 Sermon ............... “예수, 양의 문과 선한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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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장로) 
 

 
 

          수요일 예배 (현장예배 및 Live Streaming)                     
 

03월 15일, 오후 7시30분                        설교: 김지회 목사 

출애굽기 20:8-11 “시간 속에 지으신 성전, 안식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03월 18일, 오전 6시                             설교: 박만녕 목사 

마태복음 22:1-14 “혼인 잔치를 베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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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깨우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부릅니다.  

마음을 좌우하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깨우소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소서.  

이 아침, 다른 곳에서  

당신의 공동체로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으로 임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과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위선과 잘못, 지루함과 산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과 소망, 분명한 증거와 기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칼 바르트(목사,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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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께 연락해 주십시오. 

 새가족 / 조범식, 이현주(애반) - 5 구역 
 

• 예배–행사 

① 사순절 /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절제와 기도의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사순절 

금식헌금은 ‘Lent’ 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역자(1 부)예배 도우미 모집 / 4 월부터 시작될 사역자 예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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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헌금안내 / E-transfer (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e-transfer 시 

메시지 란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모임–교육 

① 세례(입교) 신청 / 집례: 4 월 2 일, 교육일정: 3 월 19 일부터 2 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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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OKCC 제자학교 / 2023 년 ‘OKCC 제자학교’ 과목: ‘예수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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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실)’ (상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비치된 신청서를 

참조하세요)  

③ 구역장 기도모임 / 3 월 13 일 저녁 8 시 Zoom. 

④ 코너스톤(학생회) 수련회 / 일시: 3 월 16 일-18 일, 장소: Grace Field,  

강사: 이재민 목사.  

⑤ 부활절 칸타타 / 모집: 2023 부활절 칸타타 찬양대원.  연습일시: 3 월 

19 일부터 3 주간(12:15~13:45) 문의: 성가대장(신주호 집사) 

⑥ 새가족 공부(교회론) / 일시: 3 월 19 일,26 일, 4 월 2 일 12::30.. 장소: 

2 층 교육관. 문의: 새교우부 (박현선, 김혜영 집사) 
 

• 안내–알림 

① 믿음의 부모-자녀 Matching / 대상: 오타와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집: Host Family 가정. 문의-코너스톤, Mosaic, 

바후림 담당 교역자 

② 헌혈 Drive 참여 / 제목: ‘Love Ottawa Easter Blood Drive’ 기간: 

4 월 1-8 일 주관: CHRI & One Way Ministries (첨부내용 참조) 

 

 

► 3 월 예배위원 및 주차위원  

   예배위원 : 조영은, 한은신, 백영경 

   주차위원 : 유영창, 이승환, 장윤택 
 

► 주일헌금 (3월 5일 합계 $16,160.33)【e-transfer:offering@okcc.ca】 

십일조: 3,10,20,23,24,25,31,35,44,58,70,71,75,84,89,111,118,133, 

        151,169,176,178,181,201,202,228 

감사: 20,25,43,99,132,232,237 

건축: 10,11,38,40,41,45,59,63,70,71,90,100,111,144,237 

선교: 45,179 

►건축헌금 누적금액 / $300,504.35 
 

► 3-4 월 교회 일정 (변경 가능)  

03 월 05 일 / 상반기 OKCC 제자학교 광고(3 월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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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월 19 일 / 새가족 공부(교회론) 시작 - 3 주간 

03 월 31 일 / 제 1 회 정기집사회  

04 월 02 일 / 종려주일(성례식) 

04 월 03-08 일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04 월 09 일 / 부활절 연합예배(성가대 칸타타) 

04 월 16 일 / 새가족 환영회 (전반기) 

04 월 28-29 일 / 코너스톤 Lock in 

04 월 29 일 / 전교인 아침기도회 
 

 
 

2 0 2 3 / O K C C  

“ 복음 알기! 복음 살기! ”(롬 1:16-17) 

 

3 월 공동체 암송성구  

“창세기 12:1-3” 

about:blank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오전 09:00   4월부터 시작 (사역자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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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 소식 – 프랑스 (김종명, 김민정 선교사) 

 

믿음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때 빛이 되고 

믿음은 냄새나는 시궁창에 빠질때 줄이 되고 

믿음은 지탄의 말에 따뜻한 귀마개가 되고 

믿음은 쓰디쓴 외로움 속에 다정한 친구이며 

믿음은 주인인 그분을 만나 생긴 새 삶입니다 

 

마실 쉼터 

2월의 마실 쉼터는 숨막히게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U국 난민들 중 새로운 가정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으며 많이 쉼터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 중순에 고국의 한 ㄱ회 청년부에서 6명이 10일간 

일정으로 다녀 갔습니다. U국 어린아이 4역과 푸드뱅크 4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때마침 겨울방학을 맞은 이곳 난민들은 아이들과 쉼터에 

와서 음악 및 풍선 활동을 했습니다. 청년 팀은 직접 U국 난민들을 만나 

힘든 ㅅ역을 했지만 많이 보람되고 기뻤다고 합니다. 

 

ㄱ회 4역 

An은 최근 그의 가족같은 개가 노환으로 죽게되었습니다. 개의 죽음을 

맞아 슬피우는 그가 안스럽지만 ㄱ인들이 함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S 할머니는 그녀의 만 87세 생신을 맞아 ㅈ일 ㅇ배 후 

모두가 노래 부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ㄱ인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격려해 주어 아름다왔습니다. 

 

어려움과 기쁨 

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음식을 정리하고 행정일을 처리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조만간 U국 여정을 꾸려야 해서 마음도 

분주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몇년간 손길이 끊어졌던 단기팀도 1-2월 

사이 갑자기 두 팀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저희도 하루하루 ㅈ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2023년 공동체 말씀묵상과 기도 

주일 (12일)  마 20:1-16 목 (16일)   마 21:23-32 

월 (13일)  마 20:17-34 금 (17일) 마 21:33-46 

화 (14일)   마 21:1-11 토 (18일)   마 22:1-14 

수 (15일)  마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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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ㄱ도제목 

1. 단기팀들이 훌륭한 4역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여 감사합니다 

2. U국 자녀들이 바이올린 4중주 연주를 하며 쉼터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어 감사합니다 

3. ㄱ인 P가 2월부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ㅅ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소서 

4. 이 나라에 잦은 파업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와 교육 그리고 ㄱ회가 

ㅈ님 보시기에 좋게 변하게 하소서 

5. 다니엘이 겨울 방학을 맞이해 일주일 여기 방문했습니다. 돌아가 

끼니와 학업을 잘 챙기며 무엇보다 ㅈ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ㄱ회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ㅈ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3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3일 

                                     김종명 김민정드림 

                                     다니엘, 사무엘, 조엘, 다엘, 노엘 

 
 

 

 
 

 

 

 



부활절 헌혈 드라이브(Easter Blood Drive) 

 

우리교회에서는 전교인들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타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혈 Drive에 참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헌혈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생명살리기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헌혈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사 이름 : Love Ottawa Easter Blood Drive (https://blooddrive.loveottawa.ca/) 

 

◯ 행사 기간 : 4월1일 ~ 4월 8일 

 

◯ 주관 : One Way Ministries(오타와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비롯한 리더들의 

모임)와 기독교 방송 CHRI (99.1Mhz) 공동주관 

 

 

◯ 참여 방법 :  

  ￭ step 1 - https://blooddrive.loveottawa.ca/에서 “Be a Blood Donor” 클릭후 

Sign in or create account (어카운트를 만드신 후 사인인 하셔야 합니다) 

  ￭ step 2 - click “Join a Team”, Select “Easter Blood Drive” 

https://blooddrive.loveottawa.ca/
https://onewayministries.ca/
https://blooddrive.loveottawa.ca/


  ￭ step 3 - “Book your appointment” 

*헌혈 날짜를 4월 1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등록시 지정장소에 가셔서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Blood나 plasma 등으로 할 수 있고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 합니다. 

*위의 행사 이름으로 등록한 후 참여한 자는 Easter Blood Drive team goal로 

카운트됩니다. 

 

◯ 참여 연령 : 17세부터(첫번째 헌혈인 경우) 70세까지  

그외 참여자격에 대하여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도구제부로 연락주십시오. 

 

 ◈◈문의사항: 전도구제부(simply9184@gmail.com) 

이 행사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참여성도님들은 

전도구제부에 참여사실을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 헌혈 장소 및 여건상 단체 헌혈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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