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예배자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95장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대표기도 권상복 집사

말씀 행 7:1-8 스데반 설교 1 - 아브라함

봉헌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웃사랑헌금 건축헌금
합 계

주일 대표기도 헌금위원

10/3 10/17 9월

김민정 박창희 정연주

일(19) 월(20) 화(21) 수(22) 목(23) 금(24) 토(25)

대상 
21-25

대상26 - 
대하1

대하 
2-6

대하 
7-11

대하 
12-16

대하 
17-21

대하 
22-26

 9. 19. 2021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행 7:1-8

1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
에게 보여 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
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
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
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
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
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이번 주 QT &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출 17-20장입니다.

3. 새벽기도 안내

  월요일 - 성경 읽기 
  화/수/목/토 - 박훈 목사
  금 - 김항민 전도사

   

4.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 역대기상 21장 - 역대기하 26장

  
5. 주일 섬김 안내

6. 지난 주(9/12)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