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지나 외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말씀 눅 7:18-35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봉헌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웃사랑헌금  
선교헌금  기타     

합 계

대표기도 식당 섬김 토요 새벽 친교
3/15 4/5 3월 3/1 3/8 3/7 3/14
박창희 박정희 최윤식 /김희수 박훈/영은 강정수/김희수 한호석/지향

  3. 1. 2020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눅 7:18-35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 21 마
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
신지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
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26 그러면 너희
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9 모든 백
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바리새
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1. ‘함께걷는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
니다. 
2. 새벽 기도회 안내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3,4월 QT책 - $5).
  토요일 새벽에 만납시다. 
3. 운영위원 및 신입 사역팀장  
  1) 운영위원 
    재정부장 - 안택 집사 / 예배부장 - 김민정 장로 / 사역부장 - 박창희 장로
  2) 신입 사역팀장
    교육팀장(성인 & 교육부) - 박정희 집사 
4.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 5월 15-16일, 1박 2일 예정
5. 새가족 등록 
  양희경 장로 / 양종희 전도사 (소속 : 사랑목장 - 안택 집사)
6. 섬김 안내

7. 지난 주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