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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1:35) 

사랑부  새벽 중 보 기도 회  

토 요 일  8시  사랑부 실 

사사사사////랑랑랑랑////부부부부 ////시시시시////선선선선////집집집집////중중중중     

 

 

    

    

    

    

    

    

    

    

    

    “한마음, 한생각, 한목적으로 함께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부 

Sarang Commun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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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 야외예배 10월 27일 주일 



주일예배주일예배주일예배주일예배/Sunday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Service 오 전 오 전 오 전 오 전 10101010시 시 시 시 45454545분분분분     교사경건의 시간 김명숙,이형원,김지현 다같이 Teacher's Time 경배와 찬양 찬양:고은비  반주:김지현,김현규 다같이 Praise 대표기도   정우식선생님 Prayer 헌금  이민정자매님 Offertory   박형주선생님 찬양  천사의 소리 Anthem 지휘:이형원  반주:김지현 말씀 제6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서재용목사님 Message 출애굽기 3장 1~12절 광고   김상호집사님 Announcement 성경공부 제6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같이 Bible Study 
다음 주 예배 섬김이다음 주 예배 섬김이다음 주 예배 섬김이다음 주 예배 섬김이     대표기도 박돈희장로님 헌      금 김혜지자매님,이혜진선생님 2부 Activity 윤필상선생님,정우식선생님 
기도 해 주세요기도 해 주세요기도 해 주세요기도 해 주세요     1. 사랑부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제자반을 섬기시는 서재용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이형원선생님께서 무릎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미쉘의 수술회복 기간동안 사고 없이 수술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사랑부 통합교육연구모임이 준비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알려드 립니다알려드 립니다알려드 립니다알려드 립니다    1. 오늘 사랑부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다음주10월 27일 주일 사랑부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9am~10:45am Activity 10:45am~1pm 예배,식사,게임                               10시 45분까지 Brookhurst Park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9시 부터 Activity팀과 선발대가 대기 중이오니, 9시부터 오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9시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Brookhurst Park 2271 W. Crescent Ave. Anaheim, CA 3. 11월 2일 토요일 5시 임원회의가 권수진선생님댁에서 있습니다. 4. 사랑부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8시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오늘까지 11월,12월,1월의 2부 Activity를 모집합니다. 3개월에 한번만 지원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편한시간에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일정일정일정    야외예배 10/27 사랑부연말뱅큇 12/15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생일 김혜영10/01, 김영희10/05, 최원10/05, 양수진10/10, 고명철10/14,                      김혜진10/20, 임은숙10/30,  
담임선생님이  학부 모 님께담임선생님이  학부 모 님께담임선생님이  학부 모 님께담임선생님이  학부 모 님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