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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5/05    (주일) 성찬식,, 다윗GEB, 바나바 사역모임

5/08    (수) 수요예배, 창세기 성경공부

5/10    (금) 금요기도예배, 중고등부 Discipleship

5/11    (토) 토요새벽예배

주요일정

헌금통계

항목 헌금자 명단

십일조 강은지 김종갑 김태국 문대현 문태준 사상순 신호순 안광선 윤주권 이근창 이상달 
이시방 이정일 전병현 정석교 조인숙 조지현 조진희 최정자 홍도희 황연희

부활절헌금 권중훈 신호순 이명훈 정석교 황연희 무명

감사헌금 강선우 정석교 조지현

건축헌금 전병현

교회차량헌금 $895 (누적 $18,515)

합계 $5,685
헌금봉투에 번호, 성명, 금액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본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온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

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안광선, 윤주권 장로님, 심경남, 이갑조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성찬식: 오늘은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제직수련회: 5월 26-27(Memorial Day) St Mary University에서 제직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제직

의 참여를 권해드리며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카드를 작성하여 나가실때 입구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늦게라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께 의사표시를 해주시거나 카카오

톡 단톡방에 마련된 설문지에 늦어도 월요일 오후 9시까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회비는 숙박과 

식사를 하실 분은 $50, 식사만 하실 분은 $30입니다. *27일에는 어린이 돌봄서비스 있습니다.  수련

회 장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usml.edu/visitors/ 에서...

선교기금마련 Bake Sale: 친교시간에 중고등부(유스그룹) 멕시코 까말루 단기선교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은 빵, 생과일주스, 대추생강차등을 판매합니다

바나바사역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컨퍼런스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선교회 모임: 친교시간에 여호수아선교회(60세까지 남여 교우) 모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교회: 다음 주일(5/12)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전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의 동역과 협력에 감사의 표시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아울러 ICC 목회자들이 오늘 예배중

에 잠시 들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CC 성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커뮤니티교회: 5월 마지막 주에 이전하며 6/2 주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NPC 한국학교: 6/1 토요일부터 한국학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회 대청소: 5/19 주일 친교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동정: 이조화 강도사/ 4월 29(월) - 5.17(금) 비자연장을 위해 뉴질랜드에  출타중입니다.  

34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내가 주릴 때에 너희
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벗
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
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
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
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
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5:3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