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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1500(HQ)
10:00am
&
11:45am
커넥션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 2부: 오전 10시 / 3부: 오전
11시30분

2021년 3월20일~3월21일

설교 시리즈: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시리즈 제목: 약속
창세기 3:1-7, 15 (Pew성경 2페이지)/ Jordan Chanin 목사
우리는 약속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은 우리가 믿
는 이 약속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기대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기
분이 매우 좋지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믿고 있으며 어떤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
니까? 우리가 믿는 약속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삶으로부터 우리가 기대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3: 1-7, 14-15은 약속의 실체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타난 가장 심오하고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약속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선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의미하는 중요한 약속들입
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두 가지 약속은 뱀과 세상이 만든 약속이며 죽음으로 이끄는 약속입
니다.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1. 죽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2. 죽음에 이르는 두 번째 약속: “당신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3. 생명으로 이끄는 약속: “하나님은 죽음과 악과 우리의 불순종을 멸하시고 그 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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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riday 예배

부활절 예배

4월2일 (금)
오전 9시 & 11시

4월4일 (주일
오전 8시 30분, 10시 &
11시 30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성가대, 오케스트라, 워십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예배로
인도합니다.

라이브 기도
온라인 예배 시간 중 라이브 기도 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목사님 또는 기도 파트너와
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파트너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화면에서 ‘Live Prayer’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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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선교사 - Jorge와 Aimee
[기도제목]

WorldServe Bible College
-미얀마 형제들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우
리 프로그램은 사회 불안과 Covid로 인
해 중단되었지만 계속해서 버마어로 비디
오 수업을 녹음하고 있으며, 형제 자매들
이 곧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
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
고 고난 중에도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쿠바와 식량 부족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Jorge & Aimeé 라틴 아메리카
-양육에 관한 새 동영상 시리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여 말씀을 통해
온 가족들을 변화 시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Aimeé가 이 중요한 과정에서 부모들을 가르
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FM 라디오, 팟 캐스트, 스페인어 RightNow 미디어 교육 시리즈, YouTube Q& A 및 소셜 네트
워크 등을 통해 주님께서 열어주신 가르침의 기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스페인
어권 나라의 가장 필요한 곳에 모든 자원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
-Jorge jr.가 5월말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의 약혼자의 미국
입국 허가와, 필요한 모든 이민 과정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Jorge와 Sebastian의 학비와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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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그룹
광역 밴쿠버 내의 각 지역에는 한인들을 위한 Life Group이
Zoom 미팅을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리 더

시 간

이진호 / 송선희

이대영 / 김소영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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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2시 ~ 4시

layounghan@gmail.com

내용: 주일 설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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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om으로 디스커버리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Discovering Jesus 한국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 가시기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 이대영 장로
시작: 2021년 2월 21일(일요일)
시간: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 기간: 8주
인도: 이대영 (doocha@gmail.com)
장소: Zoom (미팅 정보 안내는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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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각 레별별로 온라인 ESL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레벨별 수업: 저녁 7시, Zoom

A. 월요일 : Beginner (초급)
B. 화요일: Advanced (고급)
C. 목요일: Intermediate (중급)
금요일 아침 수업: 오전 10시, Zoom
대상: 모든 레벨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공부하세요.
윌링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illingdon.org/esl-ministry to find out more.
문의: willingdonchurches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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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어요!
‘질문 있습니다’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삶에 대해 묻는 질문을 토론하는 대화식 온라인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윌리 목사와 죠단 목사가 진행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통찰력과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게스트 패널에 제시 할 하나의 질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라이브 채팅에서 시청자가 보내는
질문에 답변 할 것입니다.
https://willingdon.org/event/ive-got-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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