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경읽기

설립일 2018년 1월 14일

제3권 48호 / 2020년 11월 29일 주일

이번 주 맥체인 성경읽기표/This Week’s M’Cheyne Bible Reading
11월/NOV

생명의 삶

아침/Morning

저녁/Evening

중심구절/Key

Verses

(두란노)

29일 다니엘
6:3-14
30일 6:15-28
12월/DEC 7:1-14
1일
2일 7:15-28
3일 8:1-14

역대상26,27 베드로후서1 미가4

누가복음13

1Chronicles

2Peter

Micah

Luke

대상28
대상29

벧후2
벧후3

미5
미6

눅14
눅15

*미/Micah5:7
*미/Mic6:8

역대하1

요한일서1

미7

눅16

*미/Mic7:7

2Chronicles

1John

대하2

요일2

나훔1

눅17

*요일/1Jn2:27

눅18
눅19
눅20

*눅/Lk18:28-30
*대하/2Chr6:1-2
*요일/1Jn5:20-21

*눅/Lk 13:18-20

Nahum

4일 8:15-27
5일 9:1-14
6일 9:15-27

대하3,4
요일3
대하5;6:1-11 요일4
대하6:12-42 요일5

나2
나3
하박국1
Habakkuk

〔교 회 표 어〕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2020년 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엡 3:14-21)

5 예배 및 모임안내
아 침 말 씀
주 일 예 배
수 요 기 도 회

: 오전 6시 (온라인 말씀 - 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6 오시는 길 / 주차안내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주소: 0609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43
(삼성동, 플러스빌딩) 지하 2층
(구주소: 삼성동 27-28)
(*건물 옆면 엘리베이터 이용)
지하철: 청담역(7호선-7번 출구)
강남구청역(7호선-1번출구)
선정릉역(9호선/분당선-2번출구)
삼성중앙역(9호선):
주 차: ※ 주중 강남구청 주차이용료:
9~6시까지 5분 300원; 6시이후 무료
※ 주말 강남구청 무료주차

강남새순교회
담임목사

신 대 현

주소 : 0609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43 (플러스빌딩) 지하 2층
(구주소: 삼성동 27-28)
홈페이지 : www.gnsaesoon.or.kr / 이 메 일: gnsaesoon@gmail.com

1 주일예배

3 교회소식
1.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11시

인도자: 신대현 목사
(10:50 다함께 찬송 154장 / 179장 / 380장)
* 회중 모두 일어서서

*묵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배에 부름 __________ 요한복음 4:23-24 ________________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_ 1장 _______________________
*신앙고백 _________________ 사도신경 ____________________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 191장 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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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 누가복음/Luke 13:24 __________ 신대현 목사
좁은 문
The Narrow Door
성경봉독 ___________ 누가복음 13:22-30 _______________ 다같이
말씀 ______ 한 번 닫은 후에 다시 열리지 않는 문 _ 신대현 목사
*찬송 _____________________ 521장 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회중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교자

3.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4. 11월/12월 기도순서: 임영기 장로
11월 헌금위원: 강금순 권사 / 12월 헌금위원: 박영림 집사
◆ 교우 동정:
황스데반 집사 가정: 12월 5일까지 자가 격리
◆ 2020년의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엡 3:14-21)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선교사님과 사역기관을 위해 기도합시다:
1. 강점철/이삼숙, 김태한/윤수정, 백무현/김미선, 황준기/황준야
2. 기아대책, 한국피스메이커

2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2. 코로나 방역 기본수칙을 잘 지킵시다
(마스크착용/손씻기/1~2m거리띄어앉기/출석명단쓰기).

인도자: 신대현 목사

찬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말씀선포 _____________ 미가 7:7-13 ________ 신대현 목사
합심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함께
개인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자 기도제목을 가지고

* 교회 공동기도:
말씀 양육 / 관계 전도 / 재정자립 / 찬양단
◆ 온라인헌금:
우리은행 1005-603-395736 예금주: 강남새순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