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성경읽기

  이번 주 맥체인 성경읽기표/This Week’s M’Cheyne Bible Reading

10월/OCT 아침/Morning 저녁/Evening 중심구절/Key Verses

28/주일L 열왕기하 17
2King

디도서 3
Titus

호세아 10
Hosea

시편 129-131
Psalm

*호/Hos 10:2

29/월M 왕하 18 빌레몬서 1
Philemon

호 11 시 132-134 *몬/Phm 1:3,25

30/화T 왕하 19 히브리서 1
Hebrews

호 12 시 135,136 *왕하/2Ki 19:15,19

31/수W 왕하 20 히 2 호 13 시 137,138 *호/Hos 13:14
11월/Nov
1/목Th

왕하 21 히 3 호 14 시 139 *시/Ps 139:23-24

2/금F 왕하 22 히 4 요엘 1
Joel

시 140,141 *왕하/2Ki 22:19-20

3/토S 왕하 23 히 5 욜 2 시 142 *시/Ps 142:5

4/주일L 왕하 24 히 6 욜 3 시 143 *시/Ps 143:2-4

5 예배 및 모임안내

 주  일  예  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성경공부 : 오후 2시

 수 요 기 도 회   : 오후 7시 30분

 토요아침 기도회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아침성경공부 : 오전 11시

 목요저녁성경공부 : 오후 7시

6 오시는 길 / 주차안내

 【예배처소: 「크리스천 서적」 건물 지하】

 【사 무 실: 「위즈비즈니스센터」 2층】

 지하철: 선정릉역(분당선, 9호선)2번 출구

 버 스: 342 3412 강남07 472 3426 4412

 ※ 예배처소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위즈비즈니스센터

    (주중 저녁 6시 이후 + 주말 무료)

 창립일 2018년 1월 14일                    제1권 43호 / 2018년 11월 4일 주일

[교 회 표 어]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강남새순교회

담임목사 신 대 현

사 무 실: 0609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위즈빌딩 2F 
예배처소 : 06097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36, 창조빌딩 B1
홈페이지 : www.gnsaesoon.or.kr / 이 메 일: gnsaesoon@gmail.com



1 주일예배

오전 11시                                 인도자: 신대현 목사

* 회중 모두 일어서서

*묵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예배에 부름 __________ 요한복음 4:23-24 ________________ 다함께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_ 1장 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신앙고백 _________________ 사도신경 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 66장 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영기 장로

*봉헌 _____________________ 111장 2절 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 한 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맘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교회소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도자

 온 세대 말씀 _________ 골로새서 2:6 ___________ 신대현 목사
주 안에서 행하라

Walk in the Lord

 성경봉독 _____________ 골로새서 2:1-7 ________________ 다같이

 말씀 ______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_ 신대현 목사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 484장 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회중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교자

2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인도자: 신대현 목사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말씀선포 _________________ 시편 81편 _______________ 신대현 목사

중재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개인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자 기도제목을 가지고

3 교회소식

1.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11월 기도순서: 임영기 장로

◆ 모임안내

  *주일오후성경공부(2시): 《돈 13》 - 유업(INHERITANCE)

  *가스펠프로젝트 성경공부
  화요오전반: 오전 11시/목요저녁반: 저녁 7시

◆ 교우 및 교역자동정

   담임목사: 11/5(월) 1시30분 가스펠프로젝트소개(대전대흥침례교회)

         11/6(화) 오후5:30 기아대책성경공부인도

◆ 이달의 기도제목: 

   *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9-12)

◆ 온라인헌금

   우리은행 1005-603-395736 예금주: 강남새순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