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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순서

03 .27 . 2020 /  디모데 금요 영상 예배

!! 온라인 예배 시 주의 사항 !!  
1.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은 잠시 멈추어 주세요.  

2. “성경”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배에 동참해 주세요. 말씀을 찾는 것도 예배입니다.  

* 설교 링크: https://youtu.be/WolGt5nvMmw (7pm부터 시청 가능)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신명기 1:1~8 

1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숩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
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
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그때는 ㅁ세가 헤스
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
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아래에 계속>

광고 

1.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지체들은 김광식 목사에게 연락해 주세
요. (우측 하단 비상 연락처 참조) 

2. 이번 주에도 “코로나생존기챌린지”가 계속됩니다. (마감: 이번 
주일 11:59pm)  

3. 같이 공부/일 해요: 매주 화~목 10am, Zoom 

4. “화목”한 수다방: 매주 화/목 8pm, Zoom 

5. 함께 기도해요(중보기도): 매주 수 9pm, Zoom  

*Link는 각 목장을 통해 카톡으로 공지 

6.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MR이 필요한 지체들은 기타 반주 MR(오연택 형제 제공)이 가능
합니다. (ssikie83@gmail.com, or 카톡) 

7.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 됩니다.                      
(EM: 9:45am, KM: 11:15am / kpcm.org/live)  

8.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디모데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kpcm.org)

디모데 비상 연락처 

김광식 목사: 612-615-4311                                    
김은기 회장: 630-240-9209                             
김희영(크리) 목코: 612-227-5657 

* 비상 시 위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세요.

5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
더라 일렀으되 6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
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내가 너희
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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