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나의 아버지 

주 임재 안에서

오직 주만이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말씀 행 5:17-32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봉헌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웃사랑헌금 건축헌금
합 계

주일 대표기도 헌금위원

8/22 9/5 8월

안택 최윤식 안원영

일(15) 월(16) 화(17) 수(18) 목(19) 금(20) 토(21)

신 30-34 수 1-5 수 6-10 수 11-15 수 16-20 수21-삿1 삿 2-6

 8. 15. 2021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행 5:17-32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서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
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
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
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
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
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
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
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이번 주 QT &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사 65장 17절 ~ 66장, 시 63-66편 까지입니다.

3. 8월 한 달은 재정비 기간입니다. 

  월요일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드려주세요.  

4. 작은 목자 모임   

  수요일(18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5.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6. 주일 섬김 안내

7. 지난 주(8/8)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