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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예배 주의 사항 ‼   

-예배는 “7pm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Youtube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을 경우 이전으로 되감기 하시면 처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예배 후에 목장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디모데가 됩시다.  

* 설교 링크: https://youtu.be/Z8iQgViN-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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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
와를 사랑하라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교회 소식 

1. 예배 후에 목장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목장성경공부도 예배라
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온라인 중보기도: 매주 수 9pm, Zoom 

3. 온라인 헌금: Tithe.ly 어플 or 교회 홈페이지 

4. “착한 소비 운동(Supporting Small Businesses)”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지체에게 “Doordash Gift 
Card”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라요. (디모데 페북 참조) 

5. “김목사에게 묻다”를 진행합니다. 신앙과 성경, 그리고 김광식 
목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올려주세요. (카톡 링크 참조) 

6.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ssikie83@gmail.com, or 카톡)  

7. 설교 다시 듣기: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
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8. 다들 많이 보고 싶네요. 저랑 zoom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커
피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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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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