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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장소 시간 요일

1부 예배 · Sunday Worship 1 08:00am본당 Sun

본당2부 예배 · Sunday Worship 2 10:30am Sun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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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부 · Infant Group    11:30am유치부실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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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유치부실유아유치부 · Kindergarten Sunday School    11:30am

  유초등부실유초등부 · Elementary Sunday School    10:30am

중고등부실중고등부 · Youth Group Worship    10:30am

Sun중고등부실청년부(EM/KM) · Young Adult Group Worship    12: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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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찬양예배 · Friday Worship Service 07:30pm Fri본당

  새벽기도회 · Morning Prayer Service   05:30am   본당   Tue-Sat

사랑 김용하안수집사 송희선집사

생명 여정숙권사 최여순권사

소망 김조이스권사

예닮 김석학안수집사 윤보경권사

온유

은혜 방숙경권사 안미진권사

찬양 이희숙권사 김은옥권사

예배시간 주일  1부(8:00) 주일  2부(10:30)

장미영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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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주신 은혜” (찬송가 111장 2절) 

아빠기도모임    09:00pm친교실       Fri

성경암송모임 단톡방     

모 

임

천년이 두번 지나도

“빛된 삶” 3대 캠페인                  
목자 권찰

박상준집사

QT 생활화

말씀 묵상, 통독, 영성일기, 성경암송

전도 생활화

가족 전도, 일터 전도, 이웃 전도, 거리 전도

기쁨 생활화

스마일 캠페인, 하하하 캠페인

담임목사   김진주  310-755-9070, gbyedu@gmail.com

교 역 자   김경연(유아유치부, 유초등부) 213-703-8505, kanaph0412@gmail.com

                David Moe(중고등부 설교담당) 859-739-4072, Davidmoe83@gmail.com 

시무장로   김용건(예배), 신현수(서기, 재정/관리), 유경민(선교), 이현우(교육)

반 주 자   김주연

*헌금은 예배 전에 봉헌함에 직접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예수 믿고서
2.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 예수 열방의 소망
2. 온땅의 주인
3. 아주 먼 옛날

목 자

미얀마(김기욱)

과테말라(봉재춘)

멕시코 티화나(박영완)

케냐(박성규)

쿠바(이범찬)

대만(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지

멕시코 엔세나다(이옥임)

나의 사랑하는 책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회창립일  1978. 8. 6

마 5:16

부활절 여섯째 주일



교·회·소·식

생·일·축·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n Christ, Welcome everyone who is attending this worship service

예·배 및 순·서·담·당·자

5/22
1부

2부

대표기도 헌금위원

    

  

   김진주 목사 김석학안수집사

말·씀·노·트

May
5월 주요 행사 / 교육

윤대성안수집사

   

지·난·주·헌·금  ( 5/9~5/15)
강순식/강은숙 강일수/강영숙 곽승수/곽동미 김기선/김옥희 김다니엘/김명신 김석학/박현정 김세은
김순례 김영범/이희선 김영자 김용건/김혜경 김용하/김경연 김은옥 김정혜 김정환 김종원/김민자
김종태/김경희 김지영/공성란 모영환 박광순/박순희 박상준/박정현 박은선 방성일/방숙경
배송암/배효숙 배재정 신현수/신정희 안미진 양성진/장미영 여운배/여정숙 유경민/유혜영 윤원자
윤은희 이규선/이희숙 이명호/이영주 이미란 이상옥 이수잔 이효미 임해영 정운경 정혜란 중고등부
최여순 티나 미츠시마 황수용/황인순 무명

5/29
1부

2부

대표기도 헌금위원

    

    

   김진주 목사

 이영주 장로

주·방·섬·김·순·서

  5 / 22    소망 목장, 봉사팀,행사팀   5 / 29     예닮 목장  

 김석학안수집사

 윤대성안수집사신현수 장로

1 어린이 주일 / 목자권찰기도회 
8 어버이 주일
15 임직패 증여식
22 전교우임 친교모임

사무엘상 7:3,4 “전심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

1. 냉정한 성격 vs 따뜻한(뜨거운) 성격?

2.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은?
    1) 병력의 차이
    2) 운 때문에
    3) 양다리 믿음 때문에
    

3. 양다리 믿음(전심이 아니라 반심의 믿음)이 가져오는 모순 두 가지?
    1) 삶에 하나님의 (           )이 나타나지 않는다
    2)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                 )으로 느껴지는 모순

4.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1) 하나님께서 (                          )을 끊어야 합니다.
   2) 내 (                   )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한다

5. 4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 예수님의 (                )를 의지하기 2) (        )하기

6.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1.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예배후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 입니다. 

3. 전교우 친교모임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6월호 사무실 앞 데스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5. 교회학교 VBS안내 6월17일(금)~19일(주일), 교회에서 유치부와 CM(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한 VBS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교역자님들과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VBS를 위한 Fundraising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위해 오늘 친교모임의 디저트를 
    교육부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기도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후원 문의 김경연 전도사 ( 213-703-8505 )

6. 제2여선교회 주관 야드 세일 안내
    일시 6월 4일(토) 새벽예배 직후 7시부터 시작
    도네이션 물품은 미리 교회에 가지고 오셔도 되고, 당일날 새벽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문의 안미진 권사(2여선교회장) 310-626-5075 

7. 특별헌금 전달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특별헌금($2,566) 을 노회를 통하여 
    총회 재난지원국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