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구 분 장 소 시 간 

주일예배 

1부 온라인 Zoom 매주 주일 오전 8시 

장년부 본  당 매주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교육관 준비중 

Youth 교육관 매주 주일 오후 1시 

대학,청년부 교육관 매주 주일 오후 1시 

모    임 

영성훈련 친교실 1, 3째주 주일 오후 3시 

갈라디아서 성경공부 사무실 2, 4째주 토요일 19:30 

찬양모임 친교실 마지막째주 주일 오후 3시 

January 15, 2023                                                  제21권 3호 

 

1.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전 8시에 Zoom(814 

3448 4040, Passcode 9191)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3. 후원선교사: 권홍량(차드), 김성환(태국), 김용진(말라위) 

 

4. 기도 제목 

-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5. 섬김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2월 5일 

기도 황성만 목사 박희종 집사 유병돈 장로 윤치선 집사 

성경봉독 박희종 집사 신지연 집사 유은복 권사 유병돈 장로 

식사 교회 윤치선 교회 박희종/미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공동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 요한복음 8:29(새번역) 

 

“And he who sent me is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always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to him.” 

          - John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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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60:1-3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기도 

Prayer 

 
황성만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1~9, 박희종 집사 

복음서봉독 

The Gospel 

 
요한복음(John) 1:29~42, 설교자 

오늘의 말씀 

Sermon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 황성만 목사 
 

광고  

Announcement 
  

결단찬양 및 봉헌 

 Responsive Song &  

Offering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8) 

I've Found a Friend 

축도 

Benediction 
* 김유수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Please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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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 다음주 기도 | 박희종 집사  

| 다음주 본문 |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10~18 봉독자: 신지연 집사 

               마태복음(Matthew) 4:12~23 

예배로의 부름 – 사 6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

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

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번주 본문 중에서 –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9 God is faithful, by whom you we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요한복음(John) 1:39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

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네 시 쯤이

었다. 

39 He said to them, “Come and you will see.” So they came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and they stayed with him that day, for it was about the 

tenth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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