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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권상복 안원영

일(22) 월(23) 화(24) 수(25) 목(26) 금(27) 토(28)

삿 7-11 삿 12-16 삿 17-21 룻 1-4 삼상 1-5 삼상6-10 삼상11-15

 8. 22. 2021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행 5:33-42

33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
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
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요 39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
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
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
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이번 주 QT &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시 66-70편 까지입니다.

3. 새로운 목장 편성 안내  

  다음 주 29일에 새롭게 편성된 목장과 목원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목장 편성 기간은 1년입니다.  

  9월부터 목장 모임은 매월 둘째 주 주일에 갖습니다. 

4.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5. 주일 섬김 안내

6. 지난 주(8/15)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