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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주일예배 오전 9:30
신년주일w흰색(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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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변황준장로

성경봉독······························· 삼상 8:1-9 (구419) ··························· 정우필목사
설

교·························································································· 류재상목사
사무엘상Ⅱ

“ 다가올 결과를 아는가? ”
봉헌과결단·························································································· 다 함 께
예수 우리 왕이여
축복(Blessing)
성도의교제·························································································· 인 도 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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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주일 4부예배 온라인 오후 2:00 최정훈목사“이미 마음은 알고 있다”(삼상8:19-22)
p 수요정기도회 온라인 오전 11:00 최정훈목사“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롬12:14-21)
p 금요떨기예배 온라인 오후 8:00 류재상목사
p 새벽기도회 온라인 새벽 5:20
월정우필목사 화강준호목사 수류재상목사 목김용균목사 금박미라목사
p 1월기도담당 1주변황준장로 2주김 훈장로 3주김유인장로 4주이영재장로
❦말씀을 길로 삼는 제자 ❦예배가 삶이 되는 제자 ❦교회로 살아가는 제자 ❦선교의 삶을 사는 제자

p 주간일정
삼상 8:1-9

시무예배

5일(화) 오전11:00 비전채플

금요떨기예배
8일(금)저녁 8:00 온라인예배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
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
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
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
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
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
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2021년 달력말씀카드,표어스티커
평일배포: 화-토, 오전9:00-오후5:30
2층 조에카페에서 받으세요.

부임 중등부: 권지웅전도사
소년부: 최은찬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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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교역자
믿음공동체/
사랑공동체/
언약공동체/
승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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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달일정
신임직분자임명 서리집사

p 교우소식

p 새가족
온라인등록/

공동체 교역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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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오이코스온라인샵 oikos.market ❦ 의료협약병원 세종병원 본드림병원 하이병원 연세사랑병원 디딤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