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
가족부 안내로 담임목사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모임

주일 예배(3월 24일) :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예배 중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의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금요일(29일)예배 : 저녁 8시, 가나안 장로교회(2215 DOWLER PLACE)에서 빅토리아
교회 연합으로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산상예배(31일) : 아침 6시 30분, 톨미산(각 구역별로 계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31일)예배 : 오후 2시에 온가족찬양예배로 드리고, 예배 중에 찬양대에서 준비
한 부활절 찬양이 있습니다.
책사모 : 3월 26일(화), 오전 10시, 로뎀의 집(소명 2부)
이단 특강 : 3월 27일(수), 오전 10시, 로뎀의 집
남선교회 모임 : 오늘(24일)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세팅과 관련해서 잠시 모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2013년 3월 24일(2013-13)

빅토리아
한인교회
Victoria Korean Church

행사/기타

안내 : 3여선교회, 컵당번 : 6구역(섬김이:전호진)
친교(3월 24일) : (친교를 자원하여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이름을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한국/타지 방문 : 신철옥, 이승호, 유병춘, 배은선, 김경자
한국 귀국 : 배현희(31일)




원주민 선교(정인영, 조용완 선교사)를 위해
환우를 위해

기도 제목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역자

신현철 목사
이강훈 전도사

778)433-1561ⓗ
250)891-2260ⓒ
shchoul@gmail.com
250)857-3736ⓒ
likangxun@gmail.com
제직 부서
오시는 길
예배부
250)479-1057
Bus-27,
타고 Gordon Head
신앙훈련위원회 예배음악부 250)896-6559 Community28을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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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3:19)
빅토리아 한인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1부) PM 12:30 (2부) PM 2:00
금요찬양집회 : PM 7시(금)
새벽기도회 : AM 6시(화~토)

교회 : 4201 Tyndall Ave. Victoria, BC V8N 3R9
로뎀의 집 : 4010 Century Rd, Victoria, BC V8X 2E4
250)891-2260, http://www.victoriachurch.org
담임교역자 신 현 철 목사(Rev. Hyunchoul Shin)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성금요일연합예배(3/29)

종려 주일(Liturgy of the Palms)

1부 (PM 12:30) : 이강훈 전도사
찬송

*

Praise

예배에의 부름
*침묵의 기도

*

2부 (PM 2:00) : 신현철 목사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 into your kingdom

Call to W orship
Prayer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
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고백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
Confession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함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8장(햇빛을 받는 곳마다),
453장(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Praise
기도

Prayer

다함께
심현주 집사(1부)
이만행 장로(2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다함께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기도 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Lord's
Prayer

*봉헌
Offering
*봉헌기도
Prayer
교회 소식
Announcem ent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찬양
Choir
설교
Serm on
성찬
Com m union
*찬송
Praise
*축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빌립보서 2:5~11
나의 사랑하는 주님
89장(샤론의 꽃 예수)

Benediction

*표는 ‘다함께 일어서서’ 드립니다

다함께
신현철 목사
인도자
인도자(1부)
장일연 권사(2부)
찬양대
신현철 목사
신현철 목사
다함께
신현철 목사

3월 29일(금) 저녁 8시
가나안장로교회
(2215 DOWLER PLACE)

예배위원(3/31)
기도
1 부 2 부 성경봉독 안 내
이성숙 새싹 3여선교회

3/26(화)
3/27(수)
3/28(목)
3/29(금)
3/30(토)

새벽기도회
가상칠언 신현철 목사
가상칠언 이강훈 전도사
가상칠언 신현철 목사
가상칠언 신현철 목사
가상칠언 신현철 목사

친교 봉사
3여선교회

성서일과(3/31) -부활 주일첫번째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사야 65:17~25
고린도전서 15:19~26

1부
-

봉헌

2부
푸른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1~12

교회학교
3세~만4세 조신형 장로 주일 오후 1시 30분 SS Room
새싹교회 만K~5
학년
주일 오후 1시
친교실
푸른교회 6~12학년 이강훈 전도사 주일 오후 1시
친교실
청년부
미혼 청년 이강훈 전도사 주일 오후 3시 유초등부실
로뎀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