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안내

주일예배순서
2021년 6월 13일 오전 7시, 9시, 11시

인도: 전희준 목사

참회기도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기

완전하신 나의 주 (예찬 103)

6월 13일(주일)
15일(화)
27일(주일)

교회학교 진급/위원장월례회/재정위원회/정기당회
임시노회		
20일(주일) 아버지주일
정기제직회
둘째/넷째주 각 순모임

교회소식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새 20/통 41)

기

도

1부: 홍정원 집사/ 2부, 3부: 김대환 장로

1. 예배 및 온라인 교육 안내
1) 주일 예배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온라인으로 같은시간 실황 중계합니다.
2) 한어/영어중고등부 (KWG/YG) 현장예배: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3) EM 현장예배: 주일 오전 11시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25명 제한)
4) 나사렛 현장예배: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55, QR code 사전 신청]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
6) 수요교회사산책 / 금요찬양교실 매주 수,금요일 오전 7시
7) 선교회성경공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개론: 김영래 목사(5/9~6/20)]
[5주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봉헌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안균관 집사, 송근선 권사)

2. 각 교회학교 진급: 오늘부터 새로운 부서로 진급합니다.

봉헌기도

임철성 목사

3. 임시노회: 중부노회 15일(화)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소식

임철성 목사

성가대찬양

내가 너와 (2부)

성경봉독

사도행전 7:54~60

설

세상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인은...

원

교

4. 정기제직회: 27일(주일) 2사분기 정기제직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폐회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543/통 342)

축

임철성 목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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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도 및 양육훈련 수료
하나님나라 비전모임 (2기): 신성현 유효림 장진우 주대영 하은정 (5명)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고동근 김정화 서인덕 성희제 소경순 이경애 이숙희 이현구
임미경 조계분 최경아 (11명)
6. 교역자동정: 휴가-임철성 목사 (17일~20일)
7. 교우소식
장례-이명선 집사(2에스더) 시부 故 Robert MacMillin 장로님의 Memorial Service
16일(수) 오전 11시, The Village Church of Northbrook에서 있습니다.
출산-이춘선권사(2루디아) 아들 David(Molly) 가정, 8일(화) 득남 Colton Lee
8. 새벽예배 일정 안내
14일(월)
15일(화)

16일(수)
17일(목)
18일(금)
19일(토)
임철성목사 김영래목사 김태한목사 전희준목사 정진부목사 전희준목사
잠 23:15~35 잠 24:1~22 잠 24:23~34 잠 25:1~14 잠 25:15~28 잠 26: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