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4, 2021

매일 성경묵상 / 통독
묵상본문

통독본문

누가복음

출애굽기
레위기

일

8:26-39

27-29장

월

8:40-56

30-32장

구
분

화

9:1-17

33-35장

수

9:18-27

36-38장

교 회 소 식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9:28-36

39-40장

금

9:37-50

레 1-4장

토

9:51-62

5-7장

봉사자 안내
구 분
대표기도

이번주
박성준

다음주
이지은

헌금위원

헌금함을 이용합니다.

안내위원

지정석에 앉아주세요.

캐나다장로교

버나비열방장로교회
Burnaby Yulbahng Presbyterian Church
2021년 표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벧후3:18)

1. 오늘은 2021년 네 번째 주일이며,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거룩과 영광의 주일예배

니다.
2. 다음 주일(31일)에 2020년 결산을 위한 제직회로 모이겠습니
다. 주일예배 후 줌미팅으로 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
동의회가 모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소록 수정이나 영수증 발급을 위한 영문이름 확인이 필요
하신 분들은 김성민 목사님께 연락바랍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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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
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

예배인도: 김종욱 목사

입례찬송
기원

찬양단 인도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다같이)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찬송
대표기도

구세주를 아는 이들 (새 26장, 통 14장)
박성준 집사

5.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백신관련 영상을 검증없이

찬양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의 영상들은 조회수에 따라

성경봉독

에베소서 1장 1-6절

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영상을 단지 보

말씀강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고 검증을 반드시

합심기도

다같이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시기

헌금

다같이

때문에 유튜브 내용에 너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교인동정
입원: 강명구 집사 (Royal Columbian Hospital)-중환자실에 계십니
다. 합심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헌송
환영과 소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장, 통 204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새 1장, 통 1장)
인도자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새 95장, 통 82장)

*축도

김종욱 목사

• 아침묵상 / 월~토 아침 7시 카카오톡 교회 단체방
*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간식봉사
설거지
정리정돈

• 금요기도회 / 저녁 8시 온라인(ZOOM MEETING/YouTube)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친교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증인들입니다

7457 Edmonds St. Burnaby, BC V3N 1B3
Tel 604) 767-5029
교회웹주소 www.bychurch.com
E-mail & E-transfer : bypchurch@gmail.com

기 도 제 목

사랑의

칼럼

1.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는 진리의 복음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59대 대통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와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가고

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계

들려지도록 기도합시다.

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서 세계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2.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한 해가 되

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백신을 접종하는 속

도록 기도합시다.
3.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대면예배가 회
복되도록 기도합시다.
4. 실직과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
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보내야 하는 것 같다는
조금은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
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두 가지 내용은 첫째, 하나

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 시기에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

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보다 위에 계시고 훨씬 능력이

도록

많으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7.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8.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내려 놓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선 교
◆토기장이 집(데보라 정 목사)
◆희망의 집(김용운 목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북한 선교)
◆First Steps (수잔 리치, 북한 어린이 콩우유 공급 사역)
◆밀알선교단 (이상현 목사, 장애인 선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

(본당/온라인)
◆주일학교(온라인)
어린이부

11:00 AM

청소년부

11:00 AM

청년부

4:00 PM

◆아침묵상(온라인)

7:00 AM

◆금요기도회(온라인)

8:00 PM

헌금자 명단
십일조: 100 134 204
주일헌금: 21 26 33 50 60 61 68 72 74 78

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

87 91 109 120 127 176 178 184 198

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

199 203 208

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

감사헌금: 33 79 185 207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

선교헌금:

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

건축헌금: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특별(목적)헌금: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
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총액: $ 2 ,1 3 0 . 0 0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더욱더 깊
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
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

◆굳미션밴쿠버 (일본인 선교)

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 한 주

바랍니다.

1:30 PM

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의미

◆사랑의 군대 (홍성득 목사, 원주민 선교)

*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두만 장로님께 문의

◆주일예배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5. 자녀들이 가정에서 공부를 하며 지낼 때 지혜와 하나님을 경

6.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예배 및 모임 안내

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 안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
합니다.

* e - t r a n sf e r 헌 금은
b y p c hu r ch @ g m ail .c o m 으로
보 내 시 면 됩 니 다.
* 헌금번호가 누락되신 분들은
반드시 재정부에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