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죄에서 구하시려 외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412(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대표기도 박창희 장로
말씀 눅 8:4-15      “열매 맺는 땅이 됩시다”
봉헌 433(490)장 1-3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웃사랑헌금 매일성경     
합 계

대표기도 식당 섬김 토요 새벽 친교
4/5 4/12 3월 3/15 4/12 3/21 4/18

박정희 김민정 신정자 /은현 박창희/정희 무명 안택/원영

  3. 15. 2020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눅 8:4-15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
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
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
이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
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 ‘함께걷는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새벽 기도회 안내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은 마가복음 7-9장입니다.
  이번 월요일(15일) 새벽기도는 각자 집에서 드려 주세요. 
3.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3월 22일(주일)~4월 11일(토)까지 교회 내 모든 교제와 식사 모임이 없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가을로 연기 합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4. 목회 일정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 - 4월 6(월)~11일(토)
  부활주일 예배, 성찬식 - 4월 12일(주일)  
5. Youth 그룹 모임 안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문의 - 허창도 목사)
6. 섬김 안내

 
7. 지난 주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