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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Welcome to Toronto Connect Church        다같이 

입례송| Call to Worship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같이 

참회의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I The Apostles’ Creed             다같이 

찬양과경배| Praise and worship       Connect Worship Team 

회중기도 | Prayer                   김엘로이형제 

특송 | Special Music                   주님곁으로 

헌금기도 및 광고 | TCC News         김지연목사 

간증 l Testimony                       

말씀 | Message.                     김지연목사 

시편 시리즈6 

새벽을 깨우는 비결 (시편57편) 

중보기도 | Intercessory Prayer              다같이 

축도 | Benediction                    김지연목사 

**헌금은 예배전에 미리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합니다. 

**서서 찬양하기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2020 년 상반기 셀 편성표                           
믿음셀(박요셉)김한수,임동국,강혜미,박규미,이슬,김엘로이  
소망셀(신영선)김지송,권경도,윤여빈,정다혜,장한나,손하은 
김수미,지민준,강민경 
사랑셀(이채원)신재석,손중건,윤지영,김수로,김수민,이동희,서한주 
기쁨셀(박선영)김명찬,한휘민,강근혜,김예은,임효원,양지현,윤하은,
유서현 
축복셀 
(최유봉)김명신,이서영,이진아,권나영 
(김지연) 김영신.손준희,김민환,최규식 
화목셀-시니어(박하영) 최금석  
유스셀(강혜미)김사랑,손중국,김하랑,김예랑,정하연 
Kids 셀:김사랑,김세랑,김나경,김나정,최에스더,김나선 
** 출석은 하지만 등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단에 
없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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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박규미,한휘민,김수로,강혜미, 

정다혜,박선영,강근혜,김예은,윤지영,권경도)윤기호,윤예찬(한국유

학), 공민정(오타와 대학) 지민준(온타리오 대학),이요한(호주유학) 

2. 6월생일자:윤여빈(4일),김민환(7일) 

3. 영주권: 이채원,박요셉,권경도,강은혜,장한나,  

4. 학교/진로: 하희경,강근혜,강민경(한국방문) 

5. 직장/구직: 이황,신영선,권경도,장한나,박선영,이슬,양지현 

6. 치유: 박하영(무릎관절,고혈압),최금석(관절,당뇨,혈압,허리) 

이채원(무릎,심장),박요셉(허리) 윤지영(오른쪽시력) 

최유봉(비염,등결림,허리,빈혈,저혈압), 박선영(건강,위염,다리), 

건강/체력:김지송,지민준,신재석  

감기와 코로나로 부터 성도 한명한명을 지켜주소서/감염자들의 

치료와 백신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단절과 관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7. 시니어성도 건강을 위해(박하영사모,최금석집사) 

8. 성도의 기업: 김명신자매(J&J Global),김영신목사(헤리티지학교) 

9. 학생들과 직장 다니는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10.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새가족을 위해  
 

Bible Connect IN (Weekly Bible Reading Char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본문 

 

갈(Cal) 

4장 

시(Ps) 

138-141 

142-

145 

146 

-150 

잠(Pr) 

1-3 

잠(Pr) 

4-6 

갈(Cal) 

5-6 

 

5월   예 배   봉 사 

안내 장한나                6월: 김엘로이  

기도 이채원/김사랑/박요셉/장한나/김엘로이 

 6월기도: 윤하은/윤주한/김한수/김하랑 

지 난 주   통 계 

 

 

헌금 

 

 

감사:김지연,박요셉 

십일조:박요셉,장한나 

 

 

E-Transfer: tconnectchurch@gmail.com  

방문  

인원 온라인 예배로 진행 

 

Connect with GOD 

1. 주일예배, 목요집회, 주중 셀모임 등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합시다. 예배후 셀별 나눔은 Connect with You and Me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주일예배 15분 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은 꼭 참여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목요Adoration) 

목요 집회를 홍보하고 준비하기 위한 스텝을 지원받습니다.  

Connect with YOU 

1. (코로나 19 관련 협조사항)  

-정부방침에 의해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모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만나지만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골방에서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후 셀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SNS Live 실황) Youtube에서 ‘토론토 커넥트’교회를 치시고 

실시간 라이브로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구독’꼭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BC IN) 각셀별 BC IN은 온라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2. (Connect IN 모임) 교회등록을 위한 담임목사님과의 4주간의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 11시에 목사관에서 모여 마지막 

나눔을 하고 수료과 식사를 겸하여 진행했습니다. 다시한번 

수료하신 서한주,김엘로이, 윤주한님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1. 이삭줍기에 적극 참여 합시다. 이웃 사랑 실천으로 차비, 커피, 

군것질 등 절약해서 사연을 적어 헌금해 주세요. 모인 이삭은 

성도들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2. (Living Water Mission 7월20-25) 코로나로 인해 경과를 보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교인 여름캠프 8월 27-29) 마지막 여름을 전교인이 함께 

캠프를 통해 소통과 나눔과 교제의 시간으로 코로나로 인해 

움추렸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연합하는 캠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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