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Generation Worship Service 

June.9.2019 
 

주일예배(Sunday Worship) 

Warm welcome                            다같이 

입례송 | Call to Worship                    다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회의기도 | Confession of sin              다같이 

신앙고백 | Personal statement of faith      다같이 

          사도신경 I The Apostles’ Creed 

찬양과경배 | Praise and worship    Connect Worship Team 

회중기도 | Prayer                     하태웅성도 

헌금 | Offering        밤이나 낮이나            찬양팀 

광고 | Welcome & TCC News          김지연목사 

간증 l Testimony                   권경도,박규미 

말씀 | Message.                      김지연목사 

성령을 기다리라 6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갈라디아서5:16-26) 

중보기도 | Intercessory Prayer              다같이 

축도 | Benediction                    김지연목사 

**예배 후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나와 주세요** 

 

 

2019 년 상반기 셀 편성표                           

믿음셀(김한수)임동국,김지송,이황,지민준,진은하,강혜미,이채린 

소망셀(박선영)이승민,장한나,곽찬희,박규미,김예은,최하람 

사랑셀(이채원)오장우,이요한,홍림예,이슬,양지현,John 
기쁨셀(박요셉)박경흠,권경도,김도한,김수미,박세영,진예희 
축복셀(최유봉)하태웅(이정림)김민환(이서영)최규식(이진아)김명신 
화목셀(박하영)이진섭,박금순,윤진순,최금석,구혜련  
유스셀(김지연) 하수민,하승우,윤예찬,김하랑 
Kids 셀:김예랑,김사랑,김세랑,김나경,김나정,김나선 
** 출석은 하지만 등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단에 
없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Connect with You and Me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요(John)13:35 

 

1. 한국방문(박하영,류제희,박선영,공민정,정라엘,,문정서,이도원 

윤하은,윤예찬,홍림예,이승민,이채린), 윤기호(한국유학), 

공민정/윤하은(오타와 대학) 지민준(온타리오 대학) 

2. 6월생일자: 윤여빈(4일), 김민환(7일) 

3. 비자/영주권: 지용남이은혜가정,오장우,이채원, 박규미(비자)   

4. 학교/진로: 이요한(치대입학),이승민,김예은,하희경(칼리지) 

5. 직장/구직: 이채원,홍림예,장한나 

6. 치유: 박하영(무릎관절,고혈압)이채원(심장,체력) 

윤진순(기력,허리)최금석(무릎관절,허리,불면증,당뇨,혈압), 

최유봉(비염,등결림,허리), 체력:오장우,김지송,장한나 

건강:홍림예,이황, 박요셉(허리),박선영(건강,위염),   

7. 시니어성도 건강을 위해(윤진순권사, 박금순권사, 박하영사모, 

이진섭성도, 최금석집사) 

8. 성도의 기업: 김명신자매(J&J Global), 

9. 공부하는 학생들과 직장생활 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10.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새가족을 위해  
 

6 월 예배 봉사자 Weekly Bible 

Reading Chart 

 기도 특송 안내 Mon

10 

민(Mu) 34:1-35:8 

눅(Lk) 5:12-26 1 주 김하랑 비젼팀 김지송진예희 

2 주 하태웅 찬양팀 김지송진예희 Tue

11 

민(Mu) 35:9-36:13 

눅(Lk) 5:27-39 3 주 이정림 찬양팀 김지송진예희 

4 주 최규식 찬양팀 김지송진예희 Wed

12 

신(Dt) 1:1-18 

눅(Lk) 6:1-11 5 주 이진아 찬양팀 김지송진예희 

TCC 지난주 통계 Thu

13 

신(Dt) 1:19-46 

눅(Lk) 6:12-26  

헌금 

 

십일조: 윤진순,하태웅(이정림) 

감사: 김지연,무명 

 
Fri 

14 

신(Dt) 2:1-25 

눅(Lk) 6:27-38 

방문 이주성부부, 전규효, 최예은 Sat 

15 

신(Dt) 2:26-3:29 

눅(Lk) 6:39-49 

인원 유아 1, 어린이2 , 유스 4 

청년 24 장년 7 

Sun

16 

시(Ps) 38 

잠(Pr) 9:13-18 

예배와 모임 

1. (2019년 표어) ‘하나님의 손’ 입니다(시편139:9-10)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교회의 공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합시다. 주일 예배 후 셀 

별 나눔의 시간은 Connect with You and Me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주일예배 15분 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은 꼭 참여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영어알파) 매주 화요일@7:00pm 채플실, Alvin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공부하며, 영어도 배우고, 캐네디언도 

사귀고, 저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과 섬김 

1. 이삭줍기에 적극 참여 합시다. 이웃 사랑 실천인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차비, 커피, 군것질 등 

절약해서 사연을 적어 헌금해 주세요. 

2. (자원해 주세요)매주 영상을 찍어 홈페이지와 Youtube에 

올려놓습니다. 주일 영상을 촬영한 분을 찾습니다.   

3. (Connect IN 모임/6월16일시작) 교회 등록을 위한 4주간 

담임목사님과 함께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유스와 청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셀섬김이들에게 

신청해 주세요.  

 

전도와 선교 

1. (Living Water Short term Mission: 7/22-7/27) 메니툴린 섬의 

민데모야 지역을 중심으로 원주민 선교와 백인사역이 올해로 

3년째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150불이며, 신청마감은 6월16일 

까지입니다. 6월22일 토요일 첫모임을 목사관에서 갖습니다.    

2.(2019 Niagara Rib Festival: 6/15)올해는 폭포상류 

공원으로 장소를 바꿔 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비는 40불이며 점심은 각자 축제에서 사먹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나 FB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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