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주일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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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 382/통 432)

봉헌찬양

생명의 양식 (유진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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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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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와 온라인 교육 안내
1) 주일 온라인 예배는 7시, 9시, 11시에 드립니다.
2) 온라인 새벽기도회는 월~토요일 오전 5시 55분에 시작합니다.
3) “헤브론만나”는 월~토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4) 오늘부터 선교회 성경공부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시카고헤브론교회”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천로역정 마지막 공부입니다.
5) 천로역정 애니메이션 시청 안내
얼마전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애니메이션“천로역정”을 4월 30일까지 온라인
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
며, 한국어도 선택 가능합니다.
(https://www.revelationmedia.com/watchpilgrims/BGWP2/)
2. 헌금 안내
1)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은 수요일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 발송 주소
(511 Schoenbeck Rd. Prospect Hts., IL 60070, payable to Hebron Church)
3) Online 헌금
[계좌: chase 은행, Recipient Name : Hebron Presbyterian Church]
3. 90일 성경통독자 명단 (총 114명)
강순자 강은아 고동근 고선희 권명주 권미화 김경인 김광근 김광식 김규연 김그레이스
김금숙 김성길 김순남 김순희 김승식 김언한 김연준 김영길 김영애 김영희 김정민
김정자A 김정현 김현주 김혜영 김혜옥 김혜정A 김혜정C 마옥희 문봉주 문인혜 박기정
박숙희 박신향 박양실 박영규 박일양 서숙 서정희 소경순 소숙향 소재만 손그레이스
송근선 송은희 송인호 송준홍 신경연 신인순 신정애 안명진 여익자 오근자 오명신
오진영 용정애 우경애 우명혜 유병주 유임경 유진하 윤옥순 윤정자 이기수 이남희
이두만 이라미 이명선 이명희 이숙희A 이숙희B 이연자 이영신A 이영혜 이정희 이주열
이헌영 이현구 이현숙 이현주 이혜령 임미경 전명산 전에스더 전혜숙 정봉화 정성아
정지니 정혜미 조계분 차남희 차화진 채정윤 천미숙 최경아 최연희 최정일 최형랑
최혜옥 표미혜 한계현 한성호 한영재 한정경 한혜성 함덕준 함순남 함용철 함혜순
홍길자 홍병옥 홍정원 황지혜
4. 새벽예배 일정 안내

511 Schoenbeck Rd. Prospect Hts., IL 60070
Tel. (847) 394-8454
Fax. (847) 394-8479
http://www.hebron.org Email: office@hebr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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