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주일학교

1부예배 오전 7시 유치(YCM)/유년부(BECM-A,1-2학년)

2부예배 오전 8시 30분 10:00am 주일 성경공부: 각 교실

3부(EM)예배 오전 10시 11:10am 유치부 예배: 소예배실

4부예배 오전 11시 30분 11:40am 유년부 예배: 소예배실 

5부(청년)예배 오후 1시 45분 초등부(BECM-B,3-5학년)

장애인(Four Friends)예배 오전 11시 30분 10:00am-1:00pm

예배� 및� 기도모임
주일예배: 소예배실

성경공부: 삼각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중등부(GLO)/고등부(BYG)

수요여성기도회 방학 중 10:00am 주일 예배: 믿음/비전채플

수요예배 오후 7시 45분 12:00pm 주일 성경공부: BPC 교실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8:00pm 금요모임: 믿음/비전채플

 

벧엘�성경공부
과� � 목 시� � 간 장� � 소 강� � 사

벧엘가족반(7주차) 주일 오전 10:00 사랑방 서명구장로

소그룹 성경공부 토 오전 7:30 사랑방/각 교실 각 그룹 리더

기초필수 방학 중

청년

성경공부
5 부 주일 오후 3:30-5:00 BPC 교실들 각 그룹 리더

평신도�훈련

과� � 목 시� � 간 장� � 소 강� � 사

방학 중
 

              

1. 무슬림들이 주님이 이미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2. 주님 나라 위해 섬기게 하신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 격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3. 사역자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

            

John Jee 강도사(고등부), 권윤리 전도사(초등부), 

윤애선 전도사(유치/유년부), Tae Jong 전도사

Tony Mershon 목사, Abraham Kim 목사(대학부), Peter Lee 목사(협동)

김동우 목사, 조명재 목사, 윤성필 목사, 권성광 목사, 이용민 목사, 

조정은 목사, 황대철 전도사(협동), 조은숙 전도사(협동)

백신종 목사
  

        

  

심방/구제: 김동우목사 (267) 626-3989 

훈련/청년: 조명재목사 (310) 413-5333

예배담당: 윤성필목사 (443) 847-4545

여성상담: 조은숙전도사 (301) 524-4891

장애사역: 이용민목사 (301) 768-9702 

�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 3:2)

* Worship & Praise 경배와 찬양

* Hymn 찬송 295장(통 417장)

*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63번

* Apostles’ Creed 신앙고백

Prayer 기도

Offertory 헌금

Anthem 찬양

 *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 Joshua 5:2-9

 Message 말씀 조명재목사(1,2,4,5부) 

   “신분상승”(Change of Status)

 * Hymn 찬송 449장(통 377장)

* Benediction 축도 조명재목사

주일예배순서
[Lord’s Day Worship Service]

Vol.41, No.33 8/18/2019

사    회 (1부)권성광목사 (2부)윤성필목사 (4부)조정은목사  

기    도 (1부)김선호장로 (2부)신정훈장로 (4부)박진수장로 

헌 금 송 (1,2부)김기연 (4부)김기연, 최지영

찬    양 (1부)시온찬양대 “주님의 사랑은”

(2부)호산나찬양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4부)브엘찬양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표는 일어서서(Congregation Standing)

- 오늘 설교 CD는 다음 주일 예배 후 예배안내석에 준비됩니다.

- 교회웹사이트(www.bethelchurch.org)에서 설교와 찬양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문: 빌레몬서 1, 다니엘1-5

토요새벽기도회 (8/24)
주관및 봉사: 글렌버니교구

인도: 권성광목사

수요예배 8/21(수)  
인도: 윤성필목사

기도: 김신정권사

말씀: “감춰야 할 은혜와
자랑할 은혜”
(고린도후서 12:1-10)

금요예배 8/23(금) 

인도: 김동우목사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마가복음 1:12-15)

다음 주일 순서담당 8/25(주일)
설교: 이성우목사(1,2,4,5부)

기도:

(1부)임병덕장로 (2부)박승만장로 

(4부)안일송장로 (수요)김경찬집사 

Revive Your work in our days (Habakkuk 3:2)

교육부(CE)

영어부(EM)

한어부(KM)

담�임�목�사

최워렌 & 최애경 James & Lauren Kim 이성우 & 박소담 
김유현 & 김난용(실버) 양재주 & 양선숙(실버)

강성필 강현아 김성웅 김성일 김숭봉 김압달라 김평강 나승필 남사현 
박소금 박윤석 백승윤 안석렬 윤피터 윤태권 이종도 이희상 임태일 
장사무엘 장세균 안바울 장진기 최우영 한병희 허언약 리차드 방대식 
양데이빗 이요나단 Bob Shim Pkim Andy Kim Glee Hansoo Jin Gus Lee  
Chadol Lee Dale Cho Eric Graham Kyu Kim Joe Leh Japark 

벧엘출판사(오늘의 양식 발행), 낮은 울타리, SEED선교회, 다문화선교(ICM),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KAFHI), 시카고 세계선교대회,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UTD 북한선교 
국제선교기도센터(Prassion), 미주 코스타, 로잔선교운동 디아스포라 분과 후원, 
World Orphans, Narramore Christian Foundation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6 / Fax (410)461‐6823

www.bethelchurch.org / office@bethelchurch.org

선교�기도제목� [강현아선교사]� 아시아� CATK



 
 
         

 

       벧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분들과 새교우들께서는 예배 후 사랑방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목사님과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분

       박노경 루디아 엘리콧교구
       최민욱/최선주 요한/유니스 우드스탁교구
       Jesus D. Torres 디모데 오잉스밀교구

일반소식

1. 정기제직회: 8/25(주일) 4부 예배 후, 본당
2. 새학기 특별새벽기도회: 8/29(목)-8/31(토) 오전 6시
3. 중보기도부 69기 기도실 및 12기 예배 중보 헌신자 결단식

일시: 8/31(토) 오전 7:30분(*간단한 간식제공) 장소: 삼각홀
대상: 기도실헌신자/재헌신자, 예배중보헌신자, 연합기도모임참석자,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성도

4. 벧엘 전교인 피크닉: 9/22(주일) 오전 10시-오후 4:30분, 벧엘교회
종목: 족구, 배구, 피구, 탁구, 빙고 등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문의: 유홍삼집사(sam2you2@yahoo.com)
공지: 주일예배는 전교인 합동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11:30분)

당일 행사를 위해 본당 앞 주차장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5. Just EE 3기 훈련 개강예배: 8/29(목) 오후 7시

훈련기간: 9/5(목)-11/21(목)(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 
문의: 전익제집사(443-867-6251) 황영규집사(301-717-0316)

6. 전도를 위한 중국어 초급회화 강좌 수강생 모집
일시: 8/24(토)-11/9(토)(12주) 매주 토요일 오전 7:30분-8:30분     강사: 신종흔집사
모집마감: 오늘까지 수강인원: 12명 
문의: 최성윤성도(choichoice@hotmail.com)

7. 2019 벧엘 새생명축제 일정(문의: newlife@bethelchurch.org)
전도 대상 작정자 2차 모임: 8/25(주일) 오후 3-4시, 소예배실
전도 대상자 초청: 9/28(토) 오후 6시

8. 벧엘동산: 10/3(목)-10/5(토), 안나산 기도원
대상: 벧엘교회 교인(선착순 40명)   등록비: $120
신청기간: 8/25(주일)까지, 체육관   문의: 박수향집사(301-221-4106)

9. 2019 벧엘시니어 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등록 안내
일시: 9/6(금)-12/6(금) 오전 9:30분 (매주 금요일 13주간) 자격: 만 55세 이상 남녀
등록: 오늘-9/6(금) 주일 2,4부 예배 후 체육관/주중 교회사무실     등록비: $80
문의: 박성심집사(443-632-7057) 김정환집사(240-328-0324) 

10. 벧엘신학원 개강
일시: 9/10(화) 오후 7:30분 (매주 화요일 12주간)     과목: 성경신학(강사: 전정구박사)
대상: 임직되시는 장로/권사 필수, 그 외 관심있는 성도 수강료: $100
문의: 권성광목사(907-230-4086, johnkwon76@gmail.com)

11. 터키 선교사대회 및 성지순례
2020년2월 SEED선교회 전체 선교사대회 참여 후 소아시아 성지순례에 참여할 순례팀 모집
일시: 2/19/20-2/28/20     장소: 터키 셀축/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갑바도기아
비용: 약 $2,300(비행기, 숙식, 대회참가비포함/비자, 팁불포함)
마감: 9/29(주일)까지     문의: 원정희집사(ljhwon@gmail.com)  

12. 이번 주(8/18-8/24) 에베소서 암송구절: 1:8-14

기관소식

1. 2019-2020 초등부(3-5학년) 성가대 사인업
일시: 오늘-8/25(주일) 장소: 믿음채플(중등부 예배실)
문의: 이지숙성도(ljs0604@hanmail.net) 

2. 5부 청년부(둘로스) 여름 수련회(주제: 신앙의 여정)
일시: 8/31(토)-9/2(월) 강사: 김재호목사
문의: 조명재목사(myungjaecho@bethelchurch.org) 

3. 벧엘 한국학교 2019-2020학년도 보조교사 모집
대상: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한 9-12학년
문의: bethelkoreanschool@bethelchurch.org   

교우소식

1. 강인숙집사, 김선주성도, 김현정성도, 김필려성도, 박의순성도, 박한나성도, 
유경범집사, 윤석언성도, 조일자권사, 조창남장로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Joseph Smith(김태준)성도께서 지난 8/9(금) 소천하셔서 모든 장례일정을 
마쳤습니다.

3. 강단꽃: 차승훈집사 가정에서 아버지를 추모하며 드리셨습니다.
4. 휴가: 김동우목사-8/13(화)-8/19(월) 조명재목사-8/19(월)-8/25(주일) 
5. 담임목사께서 8월부터 6개월간 안식월 연구기간을 가집니다.

8월� 교회� 행사표

25(주일)  정기제직회 29(목)-31(토)  새학기 특별새벽기도회

31(토)-9/2(월)  청년부 수련회

약정목표 800구좌 현재약정 760구좌 건축헌금액  $2,354,735.26

프라미스센터 건축헌금 약정을 새로 작정하실 분은 
작정서를 교회 사무실이나 메일박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2-9� “신분상승”

♡ 환영합니다.

설교노트�

   

설교� QR 링크
프라미스센터�건축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