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 일 예 배 

장년부 Zoom 매주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매주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본  당 매주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본  당 매주 주일 오후 1시 

July 10, 2022                                                   제20권 28호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Zoom: 879 4576 2604, Passcode 9191)  
 

2.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헤매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5. 섬김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기도 박희종 집사 유병돈 장로 윤치선 집사 정해철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Summary  

정해철 집사 

Jordan L. 

Daniel P. 

전성주 집사 

Joseph P. 

Ethan H. 

박대영 장로 

MuYoung J. 

Jordan L. 

박미선 집사 

Sophia P. 

Jason H. 

식사 교회 이석재/신지연 교회 박희종/미선 

 

 

생명을 잉태하고 

풍성케 하는 공동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요한복음 10:10b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 John 1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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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8:4-6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Still (주 품에)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박희종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0장 25-37절, 정해철 집사 

Luke 10:25-37, Jordan Lee 

오늘의 말씀 

Sermon 

 
 

"교회, 이웃의 삶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 

Church, the Christ’s Body that Participates in the 

Lives of Others 

- 황성만 목사 

(Reader of Summary–Daniel Park)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및 봉헌 

 Responsive Song &  

Offering 
* 

성자의 귀한 몸 (356) 

Saviour! Thy Dying Love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유병돈 장로  

| 다음주 본문 | 누가복음 10장 38-42절 봉독자: 전성주 집사 

                    Luke 10:38-42, Joseph Park 

 

예배로의 부름 – 시 98:4-6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번주 본문 중에서 – 누가복음 10:36-37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Luke 10:36-37  

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proved to be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among the robbers?” 37 He said, “The one who showed him mercy.” 

And Jesus said to him, “You go, and do like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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