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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8:30 am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 한국어
2부 11:00 am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있는 예배 / 한국어
EM & YM 11:00 am

주일학교 주일: 11:00 am
중고등부 주일: 11:00 am

열정이 넘치는 예배 / 영어

새벽 기도회

화 - 토 6:00 am

유치 &유초등부 수 7:30 pm (Online)

목자모임

수 8:00 pm

중고등부 금요모임

장년부 성경모임

예배순서
1)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2) 아름다운사랑을 나눠요
3)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4) 하나님이시여
5)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

수요 제자 훈련 수 7:00 pm
청년부 (Compass) 토 6:00 pm (at Y100)

성경통독반

일 1:30pm

문현준 목사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은혜 찬양팀

권태산 목사
권태산 목사

주방 봉사와 중보기도는 당분간 공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09/12/21

09/19/21

09/26/21

문현준 목사

강용중 간사

황의정 집사

행 16:16-18
사도행전#58- “받은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권태산 목사
슬픈 마음있는 사람

권태산 목사
중보기도 담당
1부

김창기 안수집사, 권호선 사모

2부

박남식 집사, 박옥자 집사

태산이 높다 하되

1. 환 영 합 니 다
*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시간과 마음” 즉 “생명을 드림”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 R & R (Restoration & Revival) 기도회
* 내일 9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일주일동안 매일 저녁 8시에 “회복과 부흥
기도회”가 있습니다. 종전과 색다른 기도회가 될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저녁에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라이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하 이 킹 대 회
* 이번주 9/18일 토요일 전교인 하이킹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귀한 Fellowship과
영육을 튼튼히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발 시간: 7:00 AM
* 하이킹 장소: 34 Shady Canyon Dr, Irvine, CA 92603
바로 오실 분들은 7:30AM 까지 직접 오셔도 됩니다.

4. 팀 장 미 팅
* 오늘 예배 후 1:30분에 정기 팀장 미팅을 갖습니다. 교육부 연관된 팀장들 께서는 PTA에 함께
참석해주시고 나머지 팀장님들께서는 친교실에서 미팅을 갖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서부지역 상당수 주들의 올 여름 날씨가 기후 관측 이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제 뉴스로만 접하던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현실로 고착되는 것 같습니다.
2부 (오전 11:00)
지난 주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21:10-11) “기근과 전염병”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팬더믹과 가뭄으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를 따라 큰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 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라고 해서 너무 넋을 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에게 긴장은 늘 필요합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스트레스 (Distress)는 암을 유발하지만 유스트레스 (Eustress)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쳇말로
“멍 때리다”가
2부 (오전 11:00)
세월이 다 흘러갑니다.

5. 교육부 PTA
* 중고등부 PTA가 오늘 1시에 교육관 2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 유아유치부 & 유초등부는 9월 19일 1pm 교육관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스케줄과 각 부서 예배 및 활동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주 기도회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극을 주는 유스트레스(Eustress)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서도 기존의 순서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꿈동산 한글 학교

우리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세라고 소리쳐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많은 짐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내일 저녁 하나님 앞에 함께 Cry Out 하러 오십시오!

* 한글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주변의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 소개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허령아집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학교 기간은 9월 11일 부터 12월 18일, 매 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이며, 회비는 교재 및 간식 포함 $250.00 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가능 합니다.
* 문의: 허령아 집사 dreamlandkoreanschool@gmail.com
Tel. 949-533-3966

7. 교 역 자 동 정
* 이기설 목사님께서 팬더믹가운데서도 이디오피아 신학교 사역중에 계십니다. 9월 26일
돌아오실 때까지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8. 2021-22년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정기구독을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 구독은
54불 (Cash only)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