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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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2                                                   제20권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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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중심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 섬김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8월 21일 

기도 정해철 집사 박대영 장로 박희종 집사 유병돈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Summary  

박미선 집사 

Sophia P. 

Jason H. 

박은희 권사 

Andrew P. 

Joseph P. 

신지연 집사 

Daniel P. 

MuYoung J. 

박희종 집사 

Ethan H. 

Sophia P. 

식사 박희종/미선 교회 유병돈/은복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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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령강림절 후 여덟째 주일 |                             July 31, 2022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2:3-4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Christ in Me is to Live (내 안에 사는 이) 

     &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정해철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2장 13-21절, 박미선 집사 

Luke 12:13-21, Sophia Park 

오늘의 말씀 

Sermon 

 
 

"교회,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 

Church, the Community that Pursues the 

Eternal Kingdom of God  

- 황성만 목사 

(Reader of Summary–Jason Hwang)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및 봉헌 

 Responsive Song &  

Offering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265)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축도 

Benediction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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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박대영 장로  

| 다음주 본문 | 누가복음 12장 32-40절 봉독자: 박은희 권사 

                    Luke 12:32-40, Andrew Park  

 

예배로의 부름 – 사 2:3-4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

임이니라 

 

 

이번주 본문 중에서 – 누가복음 12:20-21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Luke 12:20-21  

20 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21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20220731 a.pdf
	20220731 b.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