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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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코로나 19 로 인한 협조 사항: 열체크와 손세정, 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2. 토론토 제자 교회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년 4 월 첫 주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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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성민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4. 2021 년 회계 결산 보고 공동회의: 다음 주일(27 일) 주일 예배 후 

5.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97 회) 

6.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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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원주민  

    선교(풍토병 치유), 아이티 선교, 봄학기 캠퍼스 위해서(5 팀,14 명) 

8. 목회자 소식: 금주 화요일(22 일) 노회 공천부 참석, 오후 5 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77 문: 제 9 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9 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Question 77: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nswer: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man,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 especially in witness-bearing. 

 

 

주일예배 목요예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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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성도의 교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 22 – 08호                                                               20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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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장  다함께 

*교독문       53. 시편 121편 / 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봉독 마 28:18-20 인도자 

설교            올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김성민 목사 

            The right thinking is important  

*찬 송                                “세상 모든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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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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주일 설교 요약 마 28:18-20 올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말: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2) 또 하나는 육의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대상이 있다. 

1) 첫째는 하나님이 있고 

2) 둘째로 교인들이 있고 

3) 셋째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잘 살리기 위한 방법: 세 가지 

1) 초신자와 눈 높이를 맞추라 

2) 논쟁을 떠나 현장으로 돌아가라! 

     딛 3: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3)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도를 타라! 

     사 51: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전 3: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요 12:5-6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제목: 올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본문: 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