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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버나비열방장로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 하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Burnaby Yulbahng Presbyterian Church

1. 오늘은 주님의 세례주일입니다. 율법 아래 나신 주님께서 율법
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16년 표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마6:33)

2. 2016년도 교회 요람 발간을 위해서 주소와 사진의 수정작업을
진행합니다. 개인과 가족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등 수정이 필요하시거나 2015년도에 새로 등록하
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 거룩과 영광의 예배 오후1시 30분
*표시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례찬송

성경읽기

3. 2016년도 상반기 주일 친교간식을 위한 봉사자 명단이 준비되
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맥체인 성경읽기’

*기원
*신앙고백
*교독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4.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가정생활, 사회직장생활에서 참
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읽기는 우리들이

5. 2016년 성도님들께서는 한 부서이상 각 부서에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
니다.(한부서 이상)

찬송
대표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않고 성경의 깊은 산과
골짜기를 다 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며 빛이
됩니다.

2016년 한 해도 맥체인 성경읽기와

인도자
사도신경(다같이)
1번 (시편1편)
기뻐하며 경배하세(새64장, 통13장)
이세연 집사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

성경봉독

로마서12장 1절

말씀강론

영적 예배를 드리자

목회기도

설교자

헌금

다같이

9. 교인동정
- 이은경권사님께서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막종을 수술하
셨습니다. 완전히 쾌유하시어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한정자권사님, 허복례권사님, 이정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지키
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봉헌송

구분

이번주

다음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이세연집사

안정희집사

묵상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인도

6. 교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
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 말씀의 깊은 신비를

아울러 새벽묵상 말씀은 ‘매일성경

설교 : 김종욱 목사

헌금위원

이연옥집사 안정희집사 (1월)

안내위원

마항일 장로 고희경집사 (1-3월)

간식봉사

4 구역

설거지

조두만 어봉수 이세연

정리정돈

박희 / 신청해주세요
마항일 김성호 최성준

학생부,청년부,자원자

환영과소식

만복의 근원 하나님(새,통1장)
인도자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문)(새635장)

*축도

김종욱 목사

•
/ ~토 아침6시 인도 김종욱 목사
• 수요 말씀과 기도회 / 저녁7시 김종욱목사
•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7시30분 진상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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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관: 604) 517-2173
교회웹주소 www.bychurch.com
E-mail : office@bychurch.com

사랑의 편지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신앙에 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5 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한 KBS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15-1. 복음적 은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진리에 대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

확신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에 매여

해 전파되어야 한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30 PM

◆주일학교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1:30 PM
1:30 PM
3:00 PM

◆새벽기도회 (월~토)
◆수요기도회 (수)
◆금요기도회 (금)

6:00 AM
7:00 PM
7:30 PM

15-2. 요소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터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
나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와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제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
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
니다.

그것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
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
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
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들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류의 시대 정
신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

15-3. 절대적 필요성

다. 물질문명 위주의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물질주의, 자기의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자기사랑,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

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그것의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는 상대주의적 가치관 등은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한 기준을

의지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

빼앗아 가 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15-4. 회개의 효력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꼭 그와 같다는 생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죄가 없듯이, 참

각이 듭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절대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림

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으로서 세속화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 좁은 길은 바
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회개가 없고 합리화와 변명만
가득한 시대, 자기희생은 사라지고 자기사랑만 가득한 시대
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큰 죄도 없다.
15-5. 구체적 회개
사람들은 일반적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의 개별적 죄
들을 각각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

선 교
1. 도시원주민선교 Potter's Place
Mission 정데보라 목사
2. 몽골 선교 (조장섭 민은미 선교사)
3. 선원 선교 (김병호선교사)
4. 북한동포돕기회
5. First Steps
6. 밀알선교단

헌금자 명단
십일조 / 158 26 52 30 138 18 25 21 27 57
33 109 15 78 68
주정 / 103 22 30 100 5 20 35 52 0 150
155 127 17 125 0 80 13 107 58 18 67 124
102 73 86 2 41 40 6 120 7 61 74 33 51
91 50 109 15 1 72 120 78 68 108 161
감사 / 138 21 27 57 160 15
선교 / 0 35 0 0 18 0 6 120 78 68 0 91
건축 / 18 6 120 78 68 샬롬회
성탄 / 50
신년감사 / 87 92 58 67 146 128 38 20 7
51 108 6 0 120 72 68 78 109 91 48 0 0
21 5 60 96 99 135 22 100 158 0 17 34 58
0 18 57 27 112

총액 : $ 9,37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