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NGDON INTERNATIONAL LANGUAGE MINISTRIES
리 더: 이대영 장로 (Email:doocha@gmail.com)
코리더: 강우진 집사 (Email:rolandwkang@gmail.com)

Website:willingdon.org/ilm/korean

한인주보
Korean Language Ministries

예배 예배시간
동시통역 안내 커뮤니티 그룹(티타임 교제)
예배시간 Service Times
주일 온라인 라이브
Service Translation Community Group
SATURDAY 5:00pm & 6:30pm - 커넥션
토요일
5시 30분
10:00am,
11:45am
3부 예배 후
SUNDAY 8:30am, 10:00am & 11:45am
- 본당: 오후
Room12시
1500(HQ)
10:00am
&
11:45am
커넥션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 2부: 오전 10시 / 3부: 오후

2021년 10월23일~10월24일

설교 시리즈: 왕국의 권능
설교 제목: 절실함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마태복음 9:18-26 (비치된 성경 814페이지) / Willy Reimer 목사
우리는 대부분 있는 곳이 너무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는 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고 또한 철학적이거나 실
존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함을, 다른 한 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합
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놓아
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절실함이 동기가 되어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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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질문
•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지만 대처하기 주저되는 “못들”이 있습니까?

•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드리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 다가올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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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예배 시간 변경 안내
주일 대면 예배 시간이 9월 12일(다음주) 부터 변경됩니다
오전 8:30, 10:00, 오후 12:00

예배 라이브 통역
셀폰에서 통역앱을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라이브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통역은 9월 17일부터 3부 예배(12:00pm) 때만 있을 예정입니다.

한인 교제 모임
9월 19일부터
장소: HQ (전과 동일)
시간: 오후 2:00부터 (4:00까지 사용가능)
*개인 음식 및 음료 나눔 불가.

커피 및 음료
- 10월 중순까지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임 전후 테이블 및 의자 정리
- 현재 교회에서 모든 교제 모임을 위해 청소 및 정리를 하기에 인원이 부족. 그래서, 주일 교제 모
임 전후에 의자 및 테이블 정리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하신 분들은 1:30분까지 HQ 앞으로 오셔서 Kids 미니스트리 모임이 끝나는대로 들어가서
세팅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모임 후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우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그룹 모임
주중 및 주말 모두, 카페에서의 라이프 그룹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카페에서의 모임을 신청하신 리더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 사용시 의자 이동 불가
- 카페에는 테이블 당 네 개의 의자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테이블로 의자를 이동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배려해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COVID-19에 따른 윌링던 교회 모임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illingdon.org/willingdon-churchs-response-to-covid-19

3

COVID-19 윌링던 교회 방침 안내 요약
2021년 7월 4일 일요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일요일 오전 9시, 12시 - 본당 (본당에 자리가 없을 경우 커넥션(체육관)에서)
*다음 지침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윌링던 교회는 주정부 보건 기구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예배 모임”의 경우 등록이 필
요하지 않으며 참석에 제한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윌링던 교회 장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다음의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 일행들 사이에 거리를 둘 때, 다른 일행과 2개의 좌석을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 교회내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좌석에 앉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단 커넥션에서 예배시에는 계속 착용을 해야합니다
- 찬양은 허용됩니다.
- 교통 안내: 입구와 출구, 교통 안내가 표시됩니다.
- 교회 모든 입구에 위생 시설이 설치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겠다는 여러분의 개인 결정으로 참석하신다
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다면, “건강 점검”을 하시고,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예배
를 드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안내>
주차: BCIT 주차장 Lot L 혹은 Moscrop에 주차
(참고 : BCIT는 이전에 사용했던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더 이상 주차
위반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착: 각 예배 30분 전에 문이 열립니다. 이동시 2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마스크를 착용
예배 시: 다른 일행과 2개의 좌석을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교회 내 및 주변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자리에 앉은 후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기도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예배 후에 Prayer Center와 채플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1시 30 분까지 무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교회 주차장의 야외 텐트에 추가 좌석이 있습니다.
성찬식 : 장로 위원회에서 승인 한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물건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일 처리 방식의 성찬 형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이 시작될 때 나눠드릴
것입니다.
헌금 : Resource center에 항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헌금 상자를 놓을 것입니다. 또한 매 예
배 후에 출구에 헌금 상자를 놓을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린이 및 학생 프로그램 :
어린이 및 학생의 주말 프로그램은 어린이(데이 캠프) 및 학생(여름 이벤트)들의 평일 행사를 위
해 주말 동안 중단됩니다. 가입하려면 교회 웹사이트(https://willingdon.church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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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s)를 확인하세요.

광고

공동체 참여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개인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
님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 버나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의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https://willingdon.org/community-engagement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우
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 교회가 창의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취약 계층(노인, 무
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라이프 그룹
광역 밴쿠버 내의 각 지역에는 한인들을 위한 Life Group이
Zoom 미팅 또는대면 모임을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리 더
모영상 / 송기숙

시 간
일요일 오후 2시 ~ 4시

e-mail
mohys53@yahoo.com

교회 룸 HQ / 내용: 주일 설교 말씀
이진호 / 송선희

이대영 / 김소영

일요일 오후 7시 ~ 9시

willingdon21@gmail.com

Zombible

popeyejin@gmail.com

금요일 오후 7시 30분

doocha@gmail.com

내용: 주일 설교 말씀
강우진 / 고진영

주일 오전 10시 50분

rolandwkang@gmail.com

내용: 주일 설교 말씀
한라영 / 양미자

토요일 오후 7시 ~ 9시

layounghan@gmail.com

내용: 주일 설교 말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리더의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Willingdon Korean Ministry (윌링던 한인 미니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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