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권-38호(372)            2017.09.17. 

 

1. 새로운 순 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순모임부터 새롭게 편성된 순으로 모입니다. 

2. 학부모 간담회: 오늘 오후 1시 / 1층 카페테리아 

3. 정기당회: 오늘 친교 후 

4.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9/22(금) 

5. FMSC 봉사활동: 9/22(금) 7시 30분 교회서 출발 

6. 성가 합창제: 10/8(주) 장소: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7.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9/24(주) 

8. 교우동정 •출타: 김종만(영희), 박보물  

•환우: 김병국, 한춘화 
 

 

 

 

 

10/1(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10/7(토) –8(주): 순모임 

10/10(화): 연말 정책 당회 

10/15(주): 정기 당회 

10/29(주): 2017년 청지기 제직 임명 

 

 

 

 

 

09/18 (월) 열왕기하 11:9-16 아 모 스 6-9 

09/19 (화) 열왕기하 11:17-12:3 오 바 댜 1 

09/20 (수) 열왕기하 12:4-8 요    나 1-4 

09/21 (목) 열왕기하 12:9-16 미    가 1-4 

09/22 (금) 열왕기하 12:17-21 미    가 5-7 

09/23 (토) 열왕기하 13:1-9 나    훔 1-3 

09/24 (주) 주일설교말씀 본문 하 박 국 1-3 

 

 

 

 

 

 

 

 

 

 

 

 

 

 

 

 

 

 

 

 

 

 

 

 

 

 

 

 

 

 

 

 

 

 

 

 

 

 

 

 

 

 

 

 

 

 

 

 

 

 

 

 

 

 

 

 

 

 

 

 

 

 

 

 

 

 

 



     

예배초청        (요한복음 4:24)    인도자 

*예배기원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예배부름                    인도자 

*예배찬양          찬송가 50장           다같이 

*사죄은총   (엡2:8,마11:28 / 롬8:1-2,시19:14)   다같이 

*예배찬송         찬송가 182장    다같이 

*교독문              34번 (잠언 3장)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찬송가 409장           다같이 

연보봉헌               반주자 

*봉헌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성경말씀       출애굽기 14장 10-20절      다같이 

찬양                                    찬양대  

말씀강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찬송가 462장    다같이 

*축도           김영목 목사 

*표에서 일어납니다. 

 

 

내용        책임    담당 

헌금위원      이현진  이시영, 이명희 

주일친교      이영희  금주: 샬롬 순- 전진홍(영란) 

내주: 목적이 이끄는 삶 순- 박성효(수경) 

강단 꽃 장식  전영란  금주: 이소영 

내주: 이강명(경희) 

내주 기도     이강명 

 

찬양경배        엘샤다이 경배팀             다같이 

묵도          인도자 

성경말씀       요힌복음 12장 24-25절        다같이 

말씀강해   “한 알의 밀알에서 배우는 헌신”  김영목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심야기도        예레미야 33:2-3             다같이 

(심야기도 이후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초청             (요한복음 4:24)      인도자 
예배기원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사죄은총     (엡2:8,마11:28 / 롬8:1-2,시19:14)    다같이 

*예배찬송              찬송가 50장      다같이 

*교독문          34번 (잠언 3장)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연보봉헌          반주자 

봉헌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성경말씀        출애굽기 14장 10-20절          다같이 

말씀강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김영목 목사 

*결단찬송        찬송가 462장             다같이 

*축도             김영목 목사 

 
나이  학년  구분          교사 

0-2  유아  Toddler 

3-5  유치  Pre-K and K    이찬, 이민정 

6-11  초등  Elementary     이현희, 이소영 

12-17  중고등  Youth         김시내, Mike Jeon 

18-29  청년  Young Adult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 타지키스탄: 정동식(미선)선교사 

• 다윗 선교회 ― 인도네시아: 장영민(신애) 선교사 

• 한나 선교회 ― 인도네시아: 김경고(제인) 선교사 

• 스데반/리브가 선교회 ― 브라질: 주미자 선교사 

  
십 일 조 김소림(정혜), 김영목(지선), 문장현(외자), 박보물,   

          박정순, 신재희, 윤석연(미숙), 이강명(경희),  

   이찬(민정), 이소영, 이용필(영희), 이인근(미자),   

          이현진(현희), 표원철(민정), 테레사 

주일헌금 김영목(지선), 김지미, 신현찬(영희), 이찬(민정),  

    이시영(명희), 이현진(현희), 전진홍(영란), 장숙희,  

    정은영, 무명  

감사헌금 김일웅(정자), 김익환(국화), 문장현(외자),  

유주일(근아), 이강명(경희), 이용필(영희), 장확실 

주일학교 유초등부, EM 중고등부 

선교회선교헌금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특별헌금 유주일(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