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리침례교회 가족소식 

• 감사와 환영: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수고로 동참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교회 모임 안내: 금주의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2019년 표어: 2019 년 교회 표어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 2019년 봄학기 성경공부 개강: 봄학기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생활) 

• 새가족 환영회: 금일 식사 후 나사렛 교회 친교실에서 1/4 분기 새가족 

환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사렛 교회 음식 섬기기: 다음주는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매년 한 번씩 갖는 음식 섬김의 날입니다. 오전부터 음식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전 10 시부터 음식준비) 

• 중보기도 신청: 매주 수요일에 있는 중보기도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1 명 필요) 

• 추후의 행사 (5월) 

4 월 28 일 나사렛 교회 음식 섬기기 

5 월 5 일 어린이 목장 헌신예배 및 어린이주일 

5 월 12 일 Mother’s Day 특별행사 

5 월 19 일  전성도 나들이 

5 월 26 일 침례식 및 비전트립을 위한 선교주일 

 

항상 기도제목 

- 양무리침례교회가 ‘회복과 성장’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 각 세대(世代)마다 균형있게 성장하고 정착되도록 

- 2019 년 한 해 전 성도에 걸쳐 변화의 역사가 이뤄지도록 

- 다사랑교회와 쎄아웃 원주민교회, 레스브릿지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 장요셉(김은혜순종)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 빅토리아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성장을 위하여 

- Victoria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 Port Hardy 내 J.C. Memorial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 봉헌) $2,488.00 

 

양무리침례교회는? 
 

미국에 있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건전한 교단인 미남침례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와 형제 교단인 캐나다 침례교 총회(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의 WBA(서부침례교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복음적이고 건전한 성경적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비전): ‘회복과 성장’ – ‘Revival & Growth’ 

❖ Statement(사명선언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양무리 교회 가족 

공동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여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따라 성도들의 

존재목적을 ‘회복’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성장’시켜 

나간다. 

❖ Motto(성경적배경): ‘시편 23:1-2’ 

❖ C.I.(교회이미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 Five Goals(5대 목표) 

o 건강하고 균형잡힌 성경적 교회 

o 행복한 가정 세우기 

o 믿음의 다음세대 준비 

o 한인들의 건전한 문화 공동체 주도 

o 다민족 예배 공동체 형성 

 

양무리침례교회 모임 안내 

예 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 1:30 

섬김이예배 주일, 오전 11:00 

기도모임 
새벽기도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 금, 오후 8:00 

훈련학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새가족) 
주일, 오후 12:00 (1 시간) 

개인별 혹은 그룹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생활 

(9주, 1회 1시간 30분) 

직장반: 수, 오후 7:30 

주부반: 목, 오전 10:00 

장년반: 금, 오전 7:00 

청년반: 금, 오후 6:00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리더) 월 1 회, 토요일 오전 

목장모임 

장년 월 1 회 

주부 목, 오전 10:00 

청년 주일 오후 

청소년 토, 오후 1:00 

어린이 주일,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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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 Growth 

회복과 성장 
 
 

양무리침례교회 
Yangmoo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윤길남 목사 (문오례 사모) 

부교역자: 윤학현 목사 (최정숙 사모) 

           
  
 

 ▷예 배 당: 4277 Quadra Street, V8X 1L5 

                                     (Victoria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교 육 관: 4401 Chatterton Way, V8X 5J1 

 ▷신앙상담: 250-220-1838 혹은 250-858-4879 

 ▷웹사이트: www.vicyangmoori.org 

                              www.facebook.com/vicyangmoori 

 ▷이 메 일: vicyangmoori@gmail.com 
 

 

2019 년 표어: 변화 (Change) 



 

 주일 예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 양  ······························ 무덤에 머물러 ··············································· 다함께 

 송영말씀  ···················· 고린도전서 15 장 3-4 절 ····················· 윤길남 목사 

 기 도  ························································································· 윤길남 목사 

 찬 양  ········································································································· 다함께 

 시작기도  ························································································· 문동임 집사 

 봉 헌  ························································································· 김예은 자매 

 환 영  ········································································································· 다함께 

 특 송  ························································································· 준비된 성도 

 말 씀  ························································································· 윤길남 목사 

 찬양과기도  ········································································································· 다함께 

 교회소식  ························································································· 윤학현 목사 

 주기도문  ········································································································· 다함께 

 축 도  ························································································· 윤길남 목사 

 

예배 봉사자 친교 봉사자 
구  분 시작기도 봉  헌 안내위원 식  사 설거지 

이번주 문동임 김예은 
문오례 

김지응 
부활절 파틀락 청년 목장 

다음주 박신영 김예찬 
강연미 

Deborah 
교회 청소년 목장 

 

말씀생활 안내 

날짜 4/22(월) 4/23(화) 4/24(수) 4/25(목) 4/26(금) 4/27(토) 

QT 렘 50 렘 51 렘 52 애 1 애 2 애 3 

성경 레 11-14 레 15-18 레 19-22 레 23-26 레 27-민 3 민 4-7 

 

설교노트 및 목장공과 

 

✓ 설교노트 [최고의 기적/마 12:38-42] 

1. 시작하면서 

 

 

 

2. 들어가면서 

 
3. 나가면서 

 

 
 

 

✓ 목장공과 (나눔) 

1. 주중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을 

나누세요. (기도, 성경읽기, QT, 찬양, 가정예배, 성경공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등) 

2.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세요. 
 

QT 노트 

 

본문 깨달은점 적용점 

   

   

   

   

   

   

 

‘최고의 기적’ 

마태복음 12 장 38-42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