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환 영 
   주님의 날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예배에 힘쓰는 성도 
 주일날 함께 드리는 예배에 힘쓰는 성도님 들이 

되시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 본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  

7월 셋째 주일부터 본 교회 예배당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중년층 이상 
드리는 예배)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젊은 층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 입장 시에 다음의 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코로나 방지에 협조바랍니다. 

1) 본 예배당 입장 시에 열 체크를 받으셔야 
하고 마스크를 꼭 지참하시고 착용하시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2) 입장 시에는 손 소독을 필히 하신 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합니다. 

3)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합니다. 

4) 어린이와 학생들도 동일하게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은 바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5) 예배 전후에 교회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예배 드리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4. 온라인 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방중입니다. 혹시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 봉사자   
다음 주일 기도: 1부 이병규 장로 
                     2부 김경배 목사 
 

6. 교인 동정 
1)  유스 사역자를 속히 청빙하고자 하오니 

특별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여러가지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7. 친교 시간 
이번 주부터 예배 후 친교 시간을 잠시 
중단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교회가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특별 기도제목  
1) 교회 사명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소서 
2) 성도 중에 특별한 건강회복이 필요한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3) 다음세대들에게 영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4)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과 

캐나다가  위기를 잘 극복하여 깨끗한 나라가 
되소서.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의료인들 위에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5) 상처가 많은 원주민들에게 순회선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북한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대 비전 

 
† 감동적인 예배 

† 사랑의 교제 

† 질적인 성장 

† 헌신적인 사역 

† 생명의 증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 다같이  

*찬         송 / 피난처 있으니 (70장)  

* 사  도  신  경 / 다같이  

참 회 기 도 / 1부 박동욱 장로, 2부 김경배 목사 
 

성 경 봉 독 / 왕하 4:1-7  

찬  양 / 성가대  

설 교 / 김의종 목사   

    

환 영 과  소 식 / 인도자  

* 찬        송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 봉  헌  기  도 /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인도자   

* 축       도  / 김의종 목사   

  ( *표는 일어서서 )                     

          수요가정예배           11월  18일     

      각 가정 별로    

오후 7:00            금요성령집회               11월  20일  

  각 가정 별로   

 

오전 6:00        매일 새벽기도회        화 - 금요일   

  인도: 김의종 목사  

인도/ 김의종목사 

2597 Bourquin Cres. E. Abbotsford, B.C., V2S 1Y6  T)778-808-2333 
abbotsfordkorean.com    akp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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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5일 

사명선언문: 이웃을 인도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십 일 조 김의종/이성순, 김선옥, 김성현, 김주은, 신정묵/하선미, 정찬군/손규숙, 조혁연/김효진 

감 사 김선옥, 김주은, 정찬군/손규숙, 최정한/신현미 

주 일 권지택/권영주, 김경배/김은실, 김선옥, 김영미, 김일곤/최은영, 남기원/김혜신/우주, 박규홍,  
박장진, 신정묵/하선미, 이병규/이주성, 정찬군/손규숙, 조혁연/김효진, 최정한/신현미, 문홍무, 
초등부, 무명 

선 교 김선옥, 신정묵/하선미 

기 타 - 

온 라 인 박준석/백지영, 신현근/이유진, 유재용/장혜진 

합 계 $1,943.00 (11/02-11/08) 

 

 
예  배  시  간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오전 09:00 
2부 오전 11:00 Abby Bible  

College 

갈라디아서 연구 (종강) 

수 요  예 배 각 가정 별로 (화) 오전 10시, 북카폐 

금 요 성 령 집 회 오후 7:00 2020년 2월 4일 (종강) English  
Bible Study 중 고 등 부 오전 11:00 (화) 오전 10시, 북카폐  

아 동 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 새벽 6:00 

 
담임목사:  김의종 

사역 담당: 조혁연 (선교),  하선미 (주일학교),  고재경 (청년),  김경배 (시니어), 권태욱 (협동),  

                 장혜진 (찬양),  김은실 (지휘자),  한상순 (심방),  최정열 (찬양) 

시무 장로: 이병규, 이혜선       장로: 김재상, 박동욱, 박덕선 

두려움의 안경과 믿음의 안경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다. 독일에서는 고학생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일 경우나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무안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한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렸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 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열고 척 
바라보더니 냅다 뛰어나온 것이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자기 
노랫소리가 귀찮아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나이는 계속 쫓아왔다. 결국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붙잡혔는데,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돈 뭉치를 내밀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다.  

  루터는 그 때를 회고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두려운 생각이 생겨서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자기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고 했다. 

 

  사람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  

  미국의 한 신발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두 명의 사원을 시장조사차 
보냈다. 그때 한 사원은 보고하기를 "이곳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판매 불가능" 하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다른 한 사원은 "이곳은 아무도 아직 신발을 신지 않았으므로 
판매가능 무진장" 이라는 보고를 띄었다. 전자의 불가능 사원은 평생을 말단 
사원으로 마쳤지만, 후자의 무진장 사원은 그 신발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 by cheque, please make to: A.K.P.C. or Abbotsf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안 내  위 원  김경배 목사 / 손규숙 집사 

1 1 월  헌 금 위 원 1부 하선미 전도사,  2부 최은영 집사 

이 번 주  기 도 
1부 박동욱 장로 

2부 김경배 목사 
다 음 주  기 도 

1부 이병규 장로 

2부 김경배 목사 

이번 주 친교봉사  - 다음 주 친교봉사  - 

이번 주 주방봉사 - 다음 주 주방봉사 - 

* by Interac e-Transfer: offering@abbotsfordkore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