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봉 목사 (416-244-4153 / torontoschoi@naver.com) 

이희준 목사 (705-991-2673 / theater1114@gmail.com)  

박요한 목사 Rev. Casey Park (영어권 EM)   

(416-902-3446 / caseypark91@gmail.com) 

박도은 전도사 (Grace, 중고등부, BYG), 박은희 전도사 (초등부 Jr. Church) 

양은영 전도사 (유치부 Kindergarten) 

정새봄 집사 (영아부), 김미영 집사 (한글학교)  

김종욱 목사 

이성구 & 이미라 (탄자니아)  

이성국(러시아), 김홍일(C국), 최옥련&임동준(C국), 김근주&주미란 (원주민) 

이인호, 배진섭 

이세훈, 김정만 

박원용, 임태익, 최승민 

임마누엘 (지휘: 최현숙 사모/ 반주: 임윤영 집사)  

이동승 집사 

 

원로목사 

부목사 

부목사 

 

교역자 

 

담당교사 

은퇴선교사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 

시무장로 

원로장로 

명예장로 

성가대  

교회관리 

제 48 권  3호      2023년 1월 15일 

한국어장년예배 

한국어 대학 청년부 

영어 성년부 (BEAM) 

오전 10:30 

오후 1:30 

오전 9:00  

본당 

소예배실 

본당  

주일예배  

중고등부 (BYG) 

초등부 (Jr. Church) 

유치부 (Kindergarten) 

영아부 (Nursery) 

오전 10:30 

오전 10:30 

오전 10:30 

오전 10:30 

소예배실 

초등부실 

유치부실 

영아부실 

한글학교 

장년 성경공부 

새가족반  

 

오후 12:00 

오후 12:00 

오후 12:00 

 

각 교실 

초등부실 

환영실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토 

오전 6:00 

오전 6:30 

본당 

본당 

 

        

           

                                                                               
“내 주님 모신 삶”  

 

- 김동욱 치리 목사 - 
 

본문: 열왕기하 2:1~11절  

 

1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

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

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

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3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

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

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

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

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

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

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

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

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

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

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

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

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

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Note:  

 

 



 

2023년 교회 표어 :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 (창 28:15) 

(주현 후 제 2주)  

 1. 부서 광고                                                                      

     A. 목회 / 당회                                                                 

       - 오늘 친교는 이희준 목사 & Casey Park 목사 가정에서 섬겨주시며  

          1구역(구역장: 유숙리 권사)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 오늘 말씀은 김동욱 치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 2023년 제 1차 정기 직원회: 오늘 예배 후 1:00 pm @ 본당  

       - 유치부 전도사 임명: 임지혜 사모 (2월 1일부터) 

       - 탄자니아 이성구, 이미라 선교사: 2월 11일 은퇴식 위해 캐나다 입국  

      B.  재정부  

       - 온라인 헌금: torontobethel.finance@gmail.com (문의: 강동수 집사) 

       - 지출결의서 제출시 부서장 싸인 필요 

      C. 교육부  

       - EM: Food drive, 3개월마다 Food Bank 로 도네이션 합니다.  

       - 교육부서 학부모 모임: 1월 22일 (주일) 예배 후 12:00 PM  

          @ EM chapel,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 학부모 대상  

       - 벧엘 한글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김미영 교감) 

      D. 친교부  

       - 2023년 친교: 격주 섬김, 친교실 게시판에 기재, 구역별 봉사 

      E. 음악부  

       - 성가대 신년 모임이 1월 22일에 있습니다. 

      F. 구역관리부  

       - 구역장 모임: 1월 29일 예배 후 1:00 pm @ BYG 룸  

 2. 교인 동정 / 도고                                  

       - 소천: 남순자 권사, 1월 11일 수요일, 장례식 추후 공지                                             

      - 요양 중인 교우: 김영애, 석옥순, 안진수, 이상주, 이운룡, 이인숙                  

      -치유: 김옥분, 김숙자, 윤아현, 최원실, 서은숙, Tian Yu, 김청비 

      - 출타: 나상휘, 최지원, Anna Tegay 

      - 도고: 조국, 캐나다, 교회, 목회자, 이성구(이미라) 선교사, 이성국 (서지

연), 러시아 바로네쉬 벧엘교회 종교 부지 전환, 김근주(주미란) 원주민 

사가목,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회복,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에 직면한 세계 선교사들과 가정들, 나라들의 복음화, 교회 온 성도들의 

예배 회복 및 영적 삶, 에녹회 건강, 영주권, 취업, 임산부와 결혼을 준비

하고 있는 성도들 

{금주의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1월 기도자 
1월 22일: 김정환 안수집사 

1월 29일: 강동수 집사  

1월 안내위원 이인호 장로 & 이정애 권사 

1월 헌금위원 대표 기도자 

인도: 이희준 목사  주일 오전 10시 30분 

참회의 기도 
Atonement Prayer 다같이 (레위기 1:3) 

찬양 Praise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288장) 

비 준비 하시니 

묵   도 Silent Prayer 다같이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양 Praise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기    도 Prayer 이호운 안수집사  

광    고  
Announcements 인도자  

헌금 / 헌금 기도 
Offering & Prayer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성  경 Scripture 열왕기하 2:1~11절  

성가대 Choir “은혜를 주소서” 

설  교  Sermon 
“내 주님 모신 삶” 

 김동욱 목사 

찬  양  Praise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축  도  Benediction  김동욱 목사  

십일조 
1004 1015 1025 1028 1038 1045 1048 1070 1076 

1077 1107 1147 1152  
$2,800.00  

감사헌금 1013 1056 1105 1108  $270.00  

기 타  

주정헌금 

성탄절 1146 

송구영신 1072 1102 1146 1147 

친교대접 1004 

교회 재정 1038 

$1,860.00  

합 계  $4,930.00  

 ** 헌금이 누락된 경우 재정부로 문의해주세요 ** 

새  벽  예  배  

매주 화요일~토요일 

6시 (화~금), 6시 30 (토) 

 

화,목/ 최상봉 원로목사 

수,금,토/ 이희준 목사  

수  요  예  배  

저녁 7시 30분 
이희준 목사  

<교육부서 예배 안내> 

부서  인도/설교  말  씀  

KM 이희준 목사 
느헤미야 6:2~6절,  

“악한 권세의 지속적인 공격을 이겨내자” 

EM 
Rev. Casey 

Park Matthew 2, “Three Kings of Orient?” 

BYG Grace Park John 7:14~24, “True Teaching from God” 

초등부 박은희 전도사 Matthew 5:1~12, “The 8 Blessings” 

유치부 양은영 전도사 룻기 1:16, “마음씨 착한 룻” 

영아부 정새봄 집사 창세기 1:1~31, “있으라 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