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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눅 8:26-39
26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
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
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
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
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
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
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 거라사인의 땅 근
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 집으로 돌
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1.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중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2. 매일 성경 QT 안내
  매일 성경에 나온 순서를 따라 QT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주일 헌금 안내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Walking in Unity Church
       13353 Alondra blvd #112
       Santa Fe Springs, CA 90670
  
4. 교회 기도 제목
  -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 병자와 노약자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5. 지난 주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