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호

복음으로 살아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1:27)

온라인주일예배 오전 9:30
주현절후첫째주일w흰색(승리)

경배와찬양··················································································· 찬양단과함께
기

도························································································· 김 훈장로

성경봉독···························· 삼상 15:17-25 (구432) ························ 강준호목사
설

교·························································································· 류재상목사
사무엘상Ⅲ

“ 사울왕의 성공과 몰락 ”
봉헌과결단·························································································· 다 함 께
다시 복음 앞에
축복(Blessing)
성도의교제·························································································· 인 도 자
축

도····························································································· 담임목사

p 주일 4부예배 온라인 오후 2:00 최정훈목사“일그러진 영웅”(삼상15:24-31)
p 수요정기도회 온라인 오전 11:00 심재국목사“지경 넓히기”(수14:6-9)
p 금요떨기예배 온라인 오후 8:00 류재상목사
p 새벽기도회 온라인 새벽 5:20
월김용균목사 화김동주목사 수류재상목사 목심재국목사 금김기환전도사
p 1월기도담당 1주변황준장로 2주김 훈장로 3주김유인장로 4주이영재장로
❦말씀을 길로 삼는 제자 ❦예배가 삶이 되는 제자 ❦교회로 살아가는 제자 ❦선교의 삶을 사는 제자

p 주간일정
삼상15:17-25

금요떨기예배
8일(금)저녁 8:00 온라인예배

비대면예배안내
추후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중예배 새벽,
수요정,금요떨기나무 온라인예배입니다.

부서회계감사
전부서별 회계장부 사무실로 제출

예배시간변경
1부: 오전7:30 2부: 오전9:30
3부: 오전11:30 4부: 오후2:00

신임직분자임명 서리집사
남자: 김상호B 김승규 김우철 김윤태 김종환
나길춘 엄창수 윤민웅 최성진B 최우주
여자: 고유미 김경선 김설의 김지원 노은미
박미소 박선영 송선경 신미경 유화선B
이경혜 임수연 장 미 장정화 장향순
조경화 차성혜 최경순B 최명희 최은영A
허혜원 홍은숙 황진선
명예집사: 김귀자A 류화수 배양자 신복순 임옥례

공동체교역자
믿음공동체/
사랑공동체/
언약공동체/
승리공동체/

심재국목사 소망공동체/ 정우필목사
강준호목사 은혜공동체/ 김용균목사
김동주목사 기쁨공동체/ 박미라목사
최정훈목사

p 이달일정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
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2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3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
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
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
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5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6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
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7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
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8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9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신임직분자임명 서리집사

p 교우소식
별세 ① 고순덕성도의부친 6일 장례 소망
② 김동주목사의부친 8일 장례 언약

p 새가족
1
2
3
4
5

남규리
이다솜
김진희
홍정현
단은영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사랑 사랑 임수형
승리 승리 김현아
믿음 믿음 최소연
사랑
허민성
사랑
허민성

￭ 예배영상보기
부천동광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
에서 부천동광교회로 검색하세요.

￭ 온라인헌금전용계좌

신협 131-019-414365 부천동광교회
입금자명은 꼭 아래와 같이 기재 바랍니다.
예) 홍길동A,주일/ 홍길동B,십일조/(감사,일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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