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장년부 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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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9:30 am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2부 11:00 am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있는 예배
E M 예배 11:30 am

열정이 넘치는 예배 / 영어

새벽 기도회

화 - 금 6:30 am

마실 기도

월 - 금 8:00 pm

수요 예배

수 7:30pm

주일학교 11:00 (Online Service)
중고등부 11:30 (Online Service)
유치 &유초등부 수 7:30 pm (Online)

장년부 성경모임

1부 (오전 9:30 온라인 Live)

Q.T 나눔방

화 10:00am

Coffee Break

목 10:00am (여성반)
목 7 :30pm (남성반)

성경통독반

일 1:30pm 수 9:30am

2부 (오전 11:00 온라인)

1) 내 주의 보혈은
2) 선하신 목자 & 주님께 영광을
3) 주가 일하시네
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5) 고개들어

김창기 안수집사

“샘물과 같은 보혈은”
David Kim & Joel Pak
권태산 목사
권태산 목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분간 공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행 9:26-31
사도행전 #34- “하나님의 작품”
권태산 목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권태산 목사
중보기도 담당

설교노트

1. 환 영 합 니 다
*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시간과 마음과 믿음”을 드림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오전 11:00)

2. 바이블 아카데미 “레위기”
* 예배 후 11:30분에 바이블 아카데미 “레위기"편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력을 연마하고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 소송 관련 소식
* 지난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재판이 다음주 2/22로 연기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보 기도 모임
* 중보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7시 30분 zoom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와 이 땅,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싶은 성도님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조인 하시기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회사무실이나 김정선 (949-355-1516)
중보기도팀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us02web.zoom.us/j/3540740180?pwd=VGJuMWZOZW1veHBvSUwrMW1KSmFPQT09 (중보기도 줌 미팅 링크)

5. 저녁 경건의 시간
* 다음 주 “저녁 경건의 시간”은 권태산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관계로 다음 주 한 주간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메세지는 문현준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6. 헌금 명세서
* 헌금 명세 신청서가 사무실에 준비 되어있습니다.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명세서 접수를 대신 해 드립니다. (신청 후 헌금 명세서는 Mail out 해드립니다.)
* 부부로 신청하실 경우 두 분의 영문 이름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오전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