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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29일~30일

시리즈 제목: 솔직하고 담대하게
설교 제목: 충분하게 친숙한 관계속에서 충분히 생기 있게 살기!
시편 139편 (Pew 성경 521페이지) / Willy Reimer 목사
근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Covid 때문에 난처해
하며 다른 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것
입니다. 그런 분들은 Covid로 인한 격리를 신선한 바깥 바람처럼 여기며 지내고 계실 수도 있
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든,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경우이든 우리 모두는 우리
를 아는 모든 이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에게 환영받으며 보다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열망합
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하심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친숙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생기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열정을 일깨우십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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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Ministries

Website:willingdon.org/ilm/korean

안내

Discovering Jesus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 가시기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 이대영 장로 / 김소영 집사

Discovering
The Church Family

교회에 대한 소개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
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 등을 알아 봅니다.
(교회 멤버 등록 시 필수 수강)
인도 : 강우진 집사

Discovering
A Walk with Jesus

성도의 삶이란, 단순히 신앙을 가지겠다는 결단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께 순종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인도 : 송기숙 집사

디스커버리 클래스 신청 * 클래스 시간: 주일 11시 30분
담당: 강우진 집사 : 문의 rolandwkang@gmail.com 또는 통역기 대여 부스

* 현재 Covid 19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Korean Daily Bread

오늘의 양식 (한국어판)
한국어로 만들어진 오늘의 양식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픽업 가능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 수량 : 10권 한정
•교회에 도착하시면 리셉션에 전화 주세요. (604) 435-5544

2

Willingdon Student Ministries
https://willingdon.org/students
주말 예배 (Grades 6-12)
주말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30 분 및 일요일 오전 8시 30 분,
오전 10시 및 오전 11시 45 분에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Junior High (Grades 6-9) 매주 일요일
주간 시리즈인 10 가지 대화 : 10 분 동안의 10 가지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금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므로 일요일 아침이나 일주일 내내 일할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High Voltage and Riptide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월요 성경 공부
월요일 오후 7시에 줌을 통해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rk 목사에게 문의하세요!
매주 목요일
7월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된 여름 행사에서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역 페이지 (6-7 학년의 High Voltage 및 8-9 학년의 Riptide)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행사에는 학부모님의 서류작성과 COVID-19 심사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10-12 학년)
7월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된 여름 행사가 준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역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행사에는 학부모님의 서류작성과
COVID-19 심사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인 티타임 펠로우쉽도 당분간 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인 주일 교제 모임을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페이스북-코리언 미니스트리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llingdon Korean Ministry (윌링던 한인 미니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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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 온라인 라이브 예배 • 정규 예배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https://willingdon.online.church/
*통역된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윌링던 목회팀이 준비한 오늘의 양식입니다.
https://willingdon.org/sermons/daily-devotionals

--- 주일 라이브 예배시간 안내 --토요일 : 오후 5시 30분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 2부: 오전 10시 / 3부: 오전 11시30분

공동체 참여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개인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
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 버나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의 발판이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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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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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