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 사역 안내 ︳

︳주일 예배 ︳

∘유아부(Toddler)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하는 2.5세부터 Pre-K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꿈이 싹트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돕는 곳입니다. (담당: 박예주 선생)
∘유치/유년부(Children)는 K부터 5학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생활을
하며 살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김학현 전도사, 부장: 조은수 집사)
∘아와나(AWANA)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의 리더로 자라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예배, 게임,
성경 암송 등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교역자: 김학현 전도사, 총무: 유승연 집사)
∘중·고등부(Youth)는 6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금요 모임(찬양,
기도, 나눔 시간)과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를 통해 이
세대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담당 교역자: Brian Kim 전도사, 부장: 한성원 집사)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2018년 5월 20일

인도: 양춘호 목사

∘ 말씀: 양춘호 목사
∘ 일시: 2018년 5월 25일, 오후 8:00

︳교회 소식 ︳
묵도

다같이

예배 초청

인도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모두
참석하시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권능과 영적 부흥이 우리 교
회 위에 임하기를 사모하시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

다같이

새 성전 입당을 위한 40일 금식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
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입당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
니다. 건축헌금을 가능한 한 다음 주일(5/27)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건물 수리 작업에 성
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건축팀장, 김남수 집사)

기도

1부: 김범주 집사, 2부: 다같이

광고

인도자

봉헌

다같이

성경 봉독

인도자

말씀 선포

양춘호 목사

LIFE 전도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들은 오후 1시까지 103호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대학 입학 세미나(‘College Planning To Do List’)가 6/3(주
일) 오후 12:45에 있습니다. (강사: 성현 집사)

양춘호 목사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가 6/28(목)부터 7/1(주일)까지 있습
니다. (문의: Brian Kim 전도사, 강사: Sam Yang 전도사)

︳중보 기도 제목 ︳
교회를 위하여
∘ 2018 회계연도 비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헌신된 제자들”(Disciples Making Disciples)이
되어서 가정, 교회,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 성전 건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역 복음화와 전도를 위하여
∘ 모든 목장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소서.
∘ 마지막 때에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Brooklyn의 엘림 ANMC와 Queens ANMC 러시아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 박요셉/정숙 선교사 (쭈앙족, AFCM 선교회)
∘ 송요한/리다 선교사 (러시아권 선교, SEED 선교회)
∘ 김병선/은희 선교사 (인도네시아, GP 선교회)
∘ 김숭봉/영선 선교사 (필리핀, GP 선교회)
∘ 김요한/순희 선교사 (미전도 종족, SEED 선교회)
∘ 김현일/은정 선교사 (유대인 선교, SEED 선교회)
∘ 김희경/진경 선교사 (베트남, 나그네 공동체)
∘ 남창식/영현 선교사 (뉴멕시코, Last Runners 선교회)
∘ 변홍근/성현 선교사 (과테말라)
∘ 알핀/티나 선교사 (인도네시아 렘박 종족, GP 선교회)
∘ 에드가르/마리아 선교사 (과테말라, 깨치족 선교)
∘ 유경민/재한 선교사 (아이티, TIMA 선교회)
∘ 유익상/희경 선교사 (스페인, SEED 선교회)
∘ 이평강/은혜 선교사 (동아시아, SEED 선교회)
∘ 전형제 선교사 (동아시아, AFCM 선교회)

︳금요 예배 안내 ︳

결단의 찬양
축도

‘18 VBS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12:30부터 VBS 준비 및 기도 모임이 101호실에서 있습니
다. (문의: 김은주 집사)
∘ 유치부(Toddlers ~ PreK): 6/19(화) ~ 21(목), 10 ㏂ ~ 1 ㏘
∘ 유년부(K ~ 5학년): 6/25(월) ~ 28(목), 10 ㏂ ~ 2 ㏘
’18 과테말라 단기선교 훈련이 매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
다. 단기선교팀을 위해 점심 대접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교팀장, 곽성준 집사)

교우 및 교역자 동정
∘ 김학현 전도사: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 신동화/민영 집사 가정: 아들 하준의 백일을 맞아 친교
시간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말씀 ︳
제목: 성령 세례 /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본문: 사도행전 / Acts 19:1-7

잘못된 계산식

︳봉사 안내 ︳
1부 예배 기도
헌금 위원
친교 담당
안전 관리
봉사 담당
청소 담당

5/27 김병오 집사
6/3
김창봉 집사
1부 정기모, 정주현 2부 이대일, 이지선
5/20 김보미, 신동화 5/27 강연례, 이용호
5/20
러시아
5/27
렘박
5/20
렘박
5/27
렘풍웨이칸
5/26
렘풍웨이칸
6/2
스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