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배 찬양
찬양하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을

부흥

† 예배기도(회개&감사)

† 주기도문

찬송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행 7:37-50 스데반 설교 4 - 성막과 성전

봉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결단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웃사랑헌금 기타
합 계

주일 대표기도 헌금위원
10/17 10/31 10월
김민정 박정희 로사리

일(10) 월(11) 화(12) 수(13) 목(14) 금(15) 토(16)

욥 28-32 욥 33-37 욥 38-42
아 1-4, 
시 56

아 5-8,
시 57

사 1-4,
시 58

사 5-8, 
시 59

 10. 10. 2021

                   인도 : 박훈 목사

 †는 일어납니다.

♱ 성경 말씀 - 행 7:37~50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 우리 조상
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 아론
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
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
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
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
니라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
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
르니라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
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냐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1.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이번 주 QT &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출 29:18-32장 까지입니다.

3. 목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4. 10월 계획

  목장모임 - 10일(주일) / 운영위모임 - 13일(수) / 야외예배 - 24일(주일)
   
5. 새가족 등록

  정 경일(Jimmy), 김 수연

6.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7. 주일 섬김 안내

8. 지난 주(10/3) 헌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