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사역 비전
  1  . 제자 사역 공동체

2. 가정 사역 공동체

3. 차세대 비전 사역 공동체

4. 선교 사역 공동체

우리의 기도
-따스한 교회 가족 되게하소서

  1.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2.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3. 더욱 힘써 모이는 교회

2022 우리의 표어
“따스한 교회 가족 (히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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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아침� 예배
(1부 8:30 am 2부 11:00 am)

설교 정 석진 목사

우리 교회 사랑하기

“To Love Our Church”

사회 / 정 석진 목사

찬양

축도 정 석진 목사

후주 피아노

찬양과 봉헌 1부: 208 장 / 2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목양기도 정 석진 목사

기도 윤 주방 장로

교회소식

성경봉독 시편 84:1~4

예배의 부름   시 65:4~5

기원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210 장

1부 주사랑 찬양대

“사랑이 예 오셨네”

2부 두나미스 PB

“교회”

찬양

찬양과 경배 두나미스 PB

사랑스런 주의 음성 /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대

�1부� 예배

�2부� 예배

주기도송



 E.M. Service

예배 시간 안내

교회 학교 안내

주중� 예배� 안내

1부 (경건) 예배 오전 08:30

수 요

2부 (은혜) 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08:00

 본당

 본당

 C.C

Online

새벽 기도회 새벽 05:30 본당월, 토

새벽 기도회 새벽 05:30 Online화-금

주 일

주 일

주 일

Youth Group

Youth & EM 오후 07:30

오전 11:00 (C.C)

  (C.C)

영아, 유치부

초   등   부

오전 11:00 (교육관)

오전 11:00 (교육관)

주일

주일

주일

금요

주일 :  소 문환 장로

다음� 주간� 대표기도

새벽� 예배
(AM 5:30)

<The Bible Discovery>

정 석진 목사

(이 주간의 기도찬양)

“그 사랑 얼마나”

수요� 예배
(PM 8:00)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여행>

데살로니가 3장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정 석진 목사



(알림)
1. (예배위) 오늘 예배는 공개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링크를 전달 받은 구역원들만 

유투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2. (예배위) 오늘은 대림절(Advent)의 둘째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가지시기 원합니다.

3. (양육위) 각 기관들은 다음 주일까지 정기 총회를 갖고 신 임원명단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목양실) 지난 주일 구역장/부구역장 모임에서 8개 구역을 두 구역씩 묶어서 네 
개의 구역으로 재 출범하며, 각 구역은 시무장로님들 네 분이 각각 이끌어 
주기로 하셨습니다. 각 구역은 12월 내로 모임을 갖고 구역의 이름과 모임에 
관한 규정들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1구역: 믿음+사랑구역(이경하장로)  
 제2구역: 온유+기쁨구역(윤주방장로) 
 제3구역: 소망+은혜(소문환장로) 
 제4구역: 충성+화평(노재인장로)
5. 12월 9일 금요일 저녁 7:30분 하나님의 사랑교회 본당에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실력파 뮤지션들과 함께 이웃초청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봉사위) 오늘 교제의 식탁은 정윤재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7. 계속 되는 2022 성경일독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중보기도 사역팀: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1 남선교회: 제1 남선교회 총회가 1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 건물 1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 
오늘 저희 교회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적 성장과 은혜의 삶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 찬양



이 주간의 기도 찬양



KRB 라디오, FM 87.7
매주 토요일 12:30 pm
GMB TV, 에브리온 CH 153
매주 금요일 10am, 8pm
매주 토요일 11am, 9pm (한국 시간) 

한국

도서 출판 사역

뉴욕

방송사역

기관별

교  회

권사회 - 니카라구아(원로목사님)
제 1 남선교회 - 멕시코 과달라하라 (정덕수 선교사) 
제 1 여선교회 - 영월순복음교회(진광수목사)  
제 2 남선교회 - Jamil Sadiq 선교사
                        (미국내 무슬림 대상 선교)
제 2 여선교회 - 영월순복음교회(진광수목사)
제 3 남선교회 - 영광교회, 맹인교회
제 3 여선교회 - 등대교회(도시 빈민 홈리스 목회) 

니카라구아(원로목사님 사역 지원)
뉴욕 나눔의 집 - 홈리스 쉘터 사역 지원
뉴욕 빛과 소금의 교회 - 다민족 선교 지원

모세오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석진 목사 성경여행 #1)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정석진 목사 아가서 강해)
성경전서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석진 목사 100일간의 구속사적성경통독)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

미디어 사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