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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주일예배
찬양
기도
찬양대
봉헌송
설교

2021 년 11 월 14 일
2021 년 11 월 21 일

<오전 11:15>

엘리에셀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곳에서”
황지애 장로
글로리아 “감사”
박선경, 현은혜, 정빛나(피아노), 김보경(플룻) “참 좋으신 주님”
정영환 목사

“400 번째 추수감사절”

에스라 8:21~23

1. 예배 및 소그룹 모임
o 오늘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추수감사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o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새가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주일 현장예배는 인원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한하며 마스크 쓰기는 계속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디모데와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며, 백신 접종자에 한해 현장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o 수요예배, 토요새벽기도회, 어린이 예배는 Zoom 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성경공부와 주중 새벽기도 등의
모임도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2. 창립 30 주년기념 30 선교사/기관/이웃 후원사업은 $30,000 을 목표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총 $11,080 을
지정헌금해 주셨고, 추가로 예비비 18,920 을 지출하여 총 $30,000 을 30 분/기관에 $1,000 씩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인들께서는 예배후에 교회사무실에서
후원금체크와 목사님의 격려편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성탄주일(12 월 19 일)에 장년 및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4. 추수감사절 연휴 안내
o 이번 주 수요예배(11/24)는 없습니다.
○ 사무실 휴무: 11/25(목)~26(금)
o 토요새벽기도회(11/27)와 성경공부인도자모임은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5. 모집: 성탄주일 특별 찬양대원, 문의: 권규식 대장 612-597-3898
6. 향후 행사
o 11/28: 대림절 첫번째 주일
o 12/24: 성탄전야 촛불예배

○ 12/5: 제직임직식
○ 12/31: 송구영신예배

○ 12/19: 성탄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Zoom Meeting ID: 737 6448 0979, PW: kpcm
토요새벽기도회
<"줌", 사랑을 주는 기도회>
금주 수요일은

11 월 27 일 오전 7 시

추수감사절 가정의 날로 지키며,

욥기 31:1~23

교회 모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금주의 묵상 성구
11/21(주일)
11/22(월)
11/23(화)
11/24(수)
11/25(목)
11/26(금)
11/27(토)
11/28(주일)

욥 29:1~17
욥 29:18~25
욥 30:1~15
욥 30:16~31
욥 31:1~23
욥 31:24~40
합 1:1~17
합 2: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