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같이 길 가는 것 외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327(361)장 주님 주실 화평
대표기도 안택 집사
말씀 눅 6:37-45    “마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요”
성찬식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봉헌 324장 1,2,4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웃사랑헌금  
선교헌금 기타      

합 계

대표기도 식당 섬김 토요 새벽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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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눅 6:37-45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
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
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
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
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를 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1. ‘함께걷는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새벽 기도회 안내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은 창세기 23-26장입니다. 
  새벽 제단을 묵묵히 쌓으십시오. 
  토요일은 전교인이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3. 2월 목회 일정
  9일(둘째 주) - 운영위 모임
 16일(셋째 주) - 목자, 목장 모임
 
4. 섬김 안내

 
5. 지난 주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