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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시간 Service Times
Saturday 5:00pm & 6:30pm - 커넥션
Sunday 8:30am, 10:00am & 11:45am - 본당
10:00am & 11:45am - 커넥션

예배 동시통역
Service Translation
10:00am, 11:45am

커뮤니티 그룹(티타임 교제)
Community Group
3부 예배 후

Room 1500(HQ)

2020년 6월13일~14일

시리즈 제목: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 제목: 건강한 생각
빌립보서 4:2-9 (비치된 성경 980페이지) / Ray Harms-Wiebe 목사
몇 달 동안 BC에서는 “침착하라. 예의를 지켜라. 조심히 지내라.”라는 보니 헨리 박사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와 비슷하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화롭게 살고, 기
쁨으로 충만하며, 도리에 맞게 관용하며,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며, 인생에서 가장 선한 덕목
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조언이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살지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로운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대 한 종파는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교회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분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에게는 불평하고 악의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근심할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1.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의 존재가 되라.
2. 한없고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3.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관용하고 인내하라.
4. 여러분이 받는 압박을 하나님의 임재로 대신하라.
5. 천국의 시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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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Ministries

Website:willingdon.org/ilm/korean

이주의 선교사: Nikolas and Svitlana (우크라이나)
[기도 요청]
이곳 우크라이나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베르
디아스크 교회 청년, 아동, 가정을 위한 최전방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과 안전, 재정적 상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OM팀과 함께 하는 러시아 사역,
러시아에서의 신분과 거주허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우리 사역의 재정과 예산 조달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다니엘은 밴쿠버에 혼자 남겨져 있고, 딸의 가족과
손주들은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와 스페인 미니스
트리, 윌링던 교회와 목사님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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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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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사역
한인 사역 방침은 윌링던 교회의 기본 사역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No.

구분

시간

장소

1.

주일 교제모임 / 새신자 환영

주일 3부 예배 후

Lower level - Head Quarter Room1500

2.

한인 주보

토요 예배

1층, 2층 – 통역기 대여 테이블
및 게시물 보드

주일 예배
3.

예배 통역

주일 2부, 주일 3부

수신기 대여 desk - 1층

4.

라이프 그룹

매주 해당 요일

각 가정집 또는 교회

5.

디스커버리 클라스 - 성인

주일 11시 30분

1층 채플

라이프 그룹
광역 밴쿠버 내의 각 지역에는 한인들을 위한 Life Group이 있습니다.
Region

Leaders

e-mail

모영상 / 송기숙 • 시간: 수요일 오후 5시

• 장소: 윌링던 교회 카페

mohy53@yahoo.com

이진호 / 송선희 • 시간: 주일 오후 2시 반

• 장소: 윌링던 교회

willingdon21@gmail.com

이대영 / 김소영 • 시간: 금요일 저녁 6시 반 • 장소: 윌링던 교회 3080호
강우진 / 고진영 • 시간: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포트 코퀴틀람

doocha@gmail.com
rolandwkang@gmail.com

(매주 4째주:주일 교회)
김미란

• 시간: 금요일 정오 12시 • 장소: 윌링던 교회 3090호 dec_wind@hotmail.com

한라영 / 양미자 • 시간: 화요일 저녁 6시 반 • 장소: 버나비
김재윤 (20대)

• 시간: 주일 오후 1시 45분 • 장소: 윌링던 교회 HQ

layounghan@gmail.com
kim260117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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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일요일 오전 8시 / 10시 30분 / 11시 45분
*통역된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들으 실 수 있습니다.
• 윌링던 목회팀이 준비한 오늘의 양식입니다.
https://willingdon.org/sermons/daily-devotionals

공동체 참여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개인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가족과 이웃, 도시를 넘어 주님의 사
랑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 버나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의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 교회가 창의적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취약 계층(노인,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해
•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https://willingdon.org/community-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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