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2. 대강절 주간: 4 주간에 걸친 대강절 (Advent)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야의 강림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12 일)은 성서주일입니다. 

4. 토론토 제자 교회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톤 성전 (오전 9 시/정창송목사), 토론토 성전 (오후 2 시/김성민 목사) 

5.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성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 2022 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과 전도를 위해). 

7.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8.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통합으로 새로운 비젼과,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아이티의 안전을  

    위해서, 원주민 성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 목회자 소식: 오늘 토론토 제자 교회 말씀 증거합니다 (오후 2 시) 

10. 11 월 헌금총계:   

       십일조 ($3,377.00), 주일 ($460.00), 감사 ($430.00), 선교 ($1,350.00) 

                                              총계: $5,617.00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66 문: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Question 66.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Answer: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is, a promise of long life and 
prosperity (as far as it shall serve for God's glory and their own good) to all such 
as keep this commandment. 
 

 

주일예배 목요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오전 9:00 (교회) 

오후 1:00 (온라인) 

저녁 7:00 (교회) 

(수)저녁 7:00 (온라인) 

(주) 오전 9:00 
(Church & Zoom) 

(수요일 격주)  

오후 8:15(Zoom) 

(격주)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정창송 
 

성도의 교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 21 – 49호                                                               2021.12.5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밀 톤 한인 장로 교회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900 Nipissing Road, Milton, ON, L9T 4Z9 www.miltonkpc.com 

     주일 예배 오전 9:0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찬양의 시간  다함께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35 장 (통 50) 다함께 

*교독문     116. 구주강림 (2) / 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봉독     고전 4:1-2, 잠 25:13 인도자 

설교      충성의 의미 (1) 김성민 목사 

     The meaning of faithfulness (1)  

*찬 송 321장 (통 351) 다함께 

*축 도  김성민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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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4:1-2 (1 Corinthians 4:1-2)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1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2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3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4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til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his praise from God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주일 설교 요약 고전 4:1-2, 잠 25:13 충성의 의미 (1) 

잠언 25:13 (Proverbs 25:13)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1 A word aptly spoken is like apples of gold in settings of silver. 

12 Like an earring of gold or an ornament of fine gold is a wise 
man's rebuke to a listening ear. 

13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is a trustworthy 
messenger to those who send him; he refreshes the spirit of his 
masters. 

14 Like clouds and wind without rain is a man who boasts of gifts 
he does not give. 

15 Through patience a ruler can be persuaded, and a gentle 
tongue can break a b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