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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 절기

1. 맥추감사주일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 교육 & 모임

2. 당회 
  - 오늘 낮 12시, 당회실

3. 기획위원회 
  - 다음 주일(11), 2부 예배 후,
    당회실

◇ 소식

 4. 2021년 실천사항

1)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정예배 드리기

2) 성경 1독 이상 통독하기

3)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4) 담임목사의 심방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요청하기. 

  (매주 목요일은 담임목사가 심방하는 날입니다.)

 5.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부 서 일    자 주    제 장    소

유치부 7.17(토)~18(주일) “GOSPEL VACCINE” 교회 (유치부실)

아동부 8.8,15 (주일) “GOSPEL VACCINE” 교회 (아동부실)

청소년부 8.1,8,15 (주일) “GOSPEL VACCINE” 교회 (청소년부실)

청년부 8.22,29 (주일) “그 이름” 교회 (본당)

 6. 2021년 봄 파라솔 대심방 
  - 준비물: 감사헌금, 기도제목(메모지에 미리 적어놓으세요.), 
            송구영신 때 받은 올해의 말씀. 
  - 일정: 7.4일 주간(12구역), 7.11일 주간(13구역) 

 7. 성경읽기 : 이영자 권사 (신구약1독)

 8. 7월 봉사위원 : 7월 봉사위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60권 27호 (창립� 1961. 9. 10.)
� 2021년� 7월� 4일� #맥추감사주일�

❚주일예배   

I부 (09:00) II부 (11:00)
예배부름 인도 : 담임목사
기    원 인도자

*경배찬송 38장
*성시교독 교독문 106번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01장
기    도 강신욱집사 김완성장로

[다음주] [김봉균 집사] [김우순 장로]
성경봉독 마태복음 5:38-48 (신약 7면)
찬    양 주의 기도                 II부 : 신현석집사
말    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장휘직목사

찬송/봉헌 218장
봉헌기도                담임목사

새가족환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교회소식                    인도자

*성도의교제 다같이
*비전기도 다같이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축    도 담임목사

사랑의 말씀을 읊조리라 (하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예배 생중계 안내>
 - 주일1부(9시) 2부(11시), 수요사경회(저녁 7시), 금요기도회(저녁 8:30)
 - 유튜브에서 ‘동산교회(오류동소재)’를 검색 후 ‘구독’을 누르시면, 
   이후에 쉽게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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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예배  

찬양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참고)

❚수요사경회       저녁 7:00

찬    양 김동윤목사

합심기도 다 함 께

성경봉독 호세아 6:3
(구약 1261면)

말    씀
교리(11) 제4강 하나님

- 장휘직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8:00

찬    양 코람데오 찬양팀

말    씀
장휘직목사

기 도 회

❚새벽기도회     새벽 5:30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본문 시 122편 시 123편 시 124편 시 125편 시 126편 시 127편

❚1년1독 성경통독

일 186 187 188 189 190 191 192

범
위

왕하 19장
사 37장

왕하 20장
사 38-39장

사 40-42장 사 43-45장 사 46-50장 사 51-55장 사 56-59장

❚7월 봉사위원

안내위원

1부 김재형

2부
하영선
우요한  

봉헌위원

조선하 백인겸

이시주 최석길
조현자 최훈옥

허유진  

식당봉사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주차관리

최석길 김연범
(다음 주)

김성식 김수일

❚향기로운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1. 해외선교
* 러시아 / 윤미경·김승혜선교사(블라디보스톡제일교회)
* 키르키즈스탄 / 김순심선교사(장으 외무르교회)
* 동아시아 / 진선향·왕보옥선교사               
* 인도네시아 / 윤재남·김미경선교사
* 프랑스 / 이기정·양소희선교사(그르노블 한인교회)
2. 국내선교
* 꿈의교회(김춘한목사) * 생명나무교회(신성기목사) * 진지교회(이명근목사)
* 서울서남성서신학원 * 안산이주민센타
3. 환우 

박진구 집사 신광호 씨 안병은 장로 이연례 권사 이영환 집사
정정순 집사 조재련 씨 김정옥 집사 박연이 집사

❚향기로운 예물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온라인헌금계좌] 국민 538801-01-469135 (동산교회)  

십일조 강신욱-유재향 고순자 구자형-전민정 김동수-이혜순 김완성-서미애 김우순-양은숙
       맹주희 문용운 문재열-황정숙 민척기-송민자 서귀해 서태원-김연숙 윤중자 이강열
       이길례 이시주-금혜영 이한솔 전영기-노표임 최경일-이영자 최쌍이 최정련 
       허동회-김명임 홍정자
  
감  사 김완성-서미애 노표임 박영순 이시주-금혜영 이영환 이하준-이수현(생일) 
       최경일-이영자 
       (심방) 김영대-신봉선 남인선 선명자 오옥자 이영환 전태순 정경노 정춘자   

선  교 고순자 고필권-우요한 김완성-서미애 김우순-양은숙 문재열-황정숙 박금신 
       서태원-김연숙 윤중자 이강열 이길례 이시주-금혜영 이영환 장경찬 장하영 
       장화순 장휘직-김은실 전영기-노표임 최경일-이영자 최쌍이 최정련 황종복-양이화
       허동회-김명임 홍정자    

월  삭 고순자 금혜영 김문배-최선화 김예찬 김완성-서미애 맹주희 박삼자 박영순 서태원 
       유옥자 윤용실 윤중자 이영환 임규자 장휘직-김은실 정복련 정선희 정용만-하영선 
       주은상-김영실 최쌍이 한영국-이정숙

건  축 김완성-서미애                   

기  타  (일천번제) 장휘직-김은실   (비전씨앗) 이영환

온라인헌금 (6/20,27)

주  일 (6/20) 강희영 김봉균 박경미 박종언 양혜진 이숙희 전민정 조가영 허유진
       (6/27) 강희영 조가영 무명

십일조 정순자 조가영 

섬기는 이들
담 임 목 사  장휘직 장 로 김완성 김우순 정용만
부 목 사   김동윤 (원로) 김문배
교 육 (목사)양은선 (전도사)서미애 강희영 (은퇴) 주은상 송민자 김동수 
할렐루야찬양대 (지휘) 신현석   (반주) 이지은 김면승 이영자 김은실 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