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5일

25권 32호
토요 아침기도회

주일 예배순서
The Order of Sunday Worship

오후 1시 30분
인 도: 현영한 목사

예배의 부름과 기원 ……………………………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Opening Prayer

*신앙고백……………………………………… 다 같 이
Apostles’ Creed
*교 독 문 ……………6(시편 10)………………다 같 이
Responsive Reading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
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찬

송………………찬 36장 ……………… 다 같 이

7:00 am

Aug 21
인도: 현영한 목사

기
도 ………………………………… 현영한 목사
Prayer for Illuminations

신앙고백/ 다 같 이

성 경 봉 독……마태복음 7: 7~12 ……… 다 같 이
Scripture Reading

중보기도/ 다 같 이

말씀선포 ………………………………… 현영한 목사
Sermon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Treat others as you want them to treat you

개인기도/ 다 같 이

찬

말

송/ 다 같 이

씀/ 갈라디아서 4:21~31

Q.T 나눔/ 다 같 이

지난 주간 통계

헌
금 …………………………… 위원: 현진영 자매
Offering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봉 헌 송………… 찬 213장(4절)……………다 같 이
Doxology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

*헌 금 기 도……………………………… 현영한 목사
Offering Prayer

출

석

주일 헌금
십일조&감사: $710.00

현장주일출석:17
주일 YouTube view :23

토요아침:3, 11(YT)
주일학교: 5

주일헌금: $200.00

합 계: 25명, 34 view

합

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

교회소식 ………………………………… 현영한 목사
Announcements

계:$910.00

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헌신의 찬송…………찬 515장……………… 다 같 이

헌금자 명단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
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축
도……………………………………현영한 목사
Benediction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congregation Standing)

십일조&감사: 김광혁/임주희, 이영미
주일헌금: 김광혁/임주희, 김규남/김현옥,박종희/현진영,
이빌립/서성희, 현영한/현진희, 권명애, 김달수,
이옥희, 무명(1)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배 봉사 위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이다

오늘의 말씀(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8, 9월
토요아침
주일기도
헌

금

안

내

8/21, 22

8/28, 29

9/ 4, 5

9/11, 12

김현옥

현영한

김현옥

현영한

현진영

서성희
김현옥

교회 소식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
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교제가 이어지기
바라며 예배 후 친교시간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알 림】
알 림】
1.

주일 예배와 토요아침 기도회는 현장에서와 유튜브 생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

오래곤 주의 방역수칙에 따라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구에 준비되어있는 손 세
정제를 사용하신 후 본당에 들어오시길 부탁 드립니다.

3.

오늘부터 3주 동안, 캘빈 교회와 맥시칸 회중과 우리
한인 교회가 연합으로 저녁 5시부터 Community Night
을 개최합니다. 우리 교회는 29일 주일 오후시간을 맡
아서 한국음식으로 저녁을 호스팅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혜의 글과 유익한 정보를 올려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구글과 네이버 검색창에 ‘코발
리스 한인장로교회’로 검색해 주시면 검색순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1년 8월 15일

중보 기도제목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주의 권능으로 고쳐 주시 옵소서.(대하 7:14)
2. 오늘부터 개최하는 Community Night 행사를 통해 지
역 사회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
게 하소서
4. 주일 예배와 각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
하게 하소서
5. 학원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일군을 보내
주소서
6.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랑과 충성으
로 헌신하게 하소서
7. 교회의 각 기관들(당회, 제직회, 남,여 선교회, 청년회,
주일학교, 한글학교 등)의 모임과 성장을 위하여
8. 담임 목사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9. 유학중인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님들
을 위하여
10. 코발리스에 오시는 새 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11.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과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1.

21일 토요아침 기도회

6.

수요 온라인 성경공부는 여름 동안 쉬었다가 9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오후 5시, Community Night

【교우소식】
1.

한 국: 권태형/김영희, 박영신, 심우성, 심규은, 이호희

(

1:17 )

교회 모임 안내

【교회모임】
토요아침 기도회가 매주 오전 7시, 현장에서와 유튜브
로 동시에 드립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2일 주일예배

구분
1.

“

8월 15일 주일예배, Community Night 주일 오후 5시

주일학교 영어성경 공부가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
서 있습니다.

환우 교우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김광혁 형제의 어머님
(항암치료), 하와이 김현재군(의식 회복), 박정렬 장로
님의 쾌유, 권태형 장로님 완전한 치유, 변조앤 자매님
의 회복과 치유, 윤광희 성도님의 건강, 그리고 칼빈
교회 은퇴목사님이신 Marc 목사님(항암치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ORVALLIS

8월 목회 일정

5.

7.

교회 창립 Jan 21, 1996

주일예배

장
년
부

시간
주일 오후

장소
1:30

본

당

성경공부

수요일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전 7:00

구역예배

준비중

각 구역별

청년부 모임

금요일 저녁 6:00

Westminster House

주일 오후 1:30

유아실

주일 오후 1:30

컨퍼런스

주일 오후 1:30

Church

교
유아부
회
유초등부
학
교 중고등부(EM)

온라인
본

당

담임 목사: 현영한(Rev. Young Han Hyun)
Sunday Shcool: CuRim Shim
시무 장로: 권태형, 김현옥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ORVALLIS
1736 NW Dixon St. Corvallis, OR 97330 ☏541-760-8201
Home: www.kpccor.org, E-mail: kpcco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