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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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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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실하신 주
2) 손을 높이들고
3) 내 진정사모하는
4) 주께 가오니
5) 내가주인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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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통독반

일 1:30pm

강용중 간사
“참 좋으신 주님”
황경숙, 황의정

권태산 목사
권태산 목사

주방 봉사와 중보기도는 당분간 공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09/19/21

09/26/21

10/03/21

강용중 간사

황의정 집사

황평강 안수집사

열매 & 우리

하마합 & 갈렙

실로암

행 16:19-24
사도행전#60- “예수가 거느리시니”
권태산 목사
예수가 거느리시니

권태산 목사
중보기도 담당
1부

김창기 안수집사, 권호선 사모

2부

박남식 집사, 박옥자 집사

선교지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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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 아카데미 열왕기상하 편
* 예배 후 1:30분에 바이블 아카데미 열왕기상하편이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주 일 학 교 PTA
* 유아유치부 & 유초등부 PTA 가 오늘 오후 1시 에 교육관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스케줄과 각 부서 예배 및 활동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치매 예방 세미나
* 10월3일 주일 1:30분 친교실에서 UC 얼바인 치매 연구 및 간병 팀에서 치매 예방 세미나와
간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시어 예방과 처방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 R & R (Restoration & Revival) 기도회
* 지난 한 주 동안 R & R (Restoration & Revival)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교 역 자 동 정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몽골의 이성칠 선교사님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설 목사님께서 팬더믹가운데서도 이디오피아 신학교 사역중에 계십니다. 9월 26일
돌아오실 때까지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7. Free Covid-19 Test
* 예배 후 Patio Area에서 Mica Realty의 후원으로 무료 Covid-19 Test를 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 참여 바랍니다.

8. 2021-22년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정기구독을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 구독은
54불 (Cash only) 입니다.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구독 신청은 26일에 마감합니다.

남편 이수레 (이성칠) 선교사가 코로나 델타에 감염 되었습니다. 지금 6일 째 투병 중
인데.. 아직 머리가 무겁고 몸살 증세와 가래 기침 등이 있습니다. 깨끗히 회복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부 (오전 11:00)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아이들과 저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남편은 독방 격리 중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집에서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있고
자면서도 마스크 쓰고 잡니다.)
홈리스 센터의 센터장인 바이나 형제, 아내 통가 자매, 딸 인군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고생 중 입니다.
코로나로 부터 센터를 지키시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기저질환자도 많고 면역력도 약한
분들이 단체 생활 중이라.. 코로나가 발생하면 아주 위험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 선교사들 사이에 급격히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Mkschool 아이들이
코로나로 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초등 2명 중등 2명의 아이들이
감염되었습니다.
2부 (오전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