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Directions

말씀묵상 Daily Readings
주일

시편
37:1-

월

화

수

37:10-20 37:21-28 37:29-40

목

38:1-10

금

토

38:11-22

39:1-7
-----39:8-13

전달사항 Notice

Annandale Rd

워싱턴 베다니 교회

www.washingtonbethany.com

Washington Bethany Church

Hummer Rd

Education Center

Gallows Rd

1. 식기도 순서

2. 식사봉사

3/1

이현석 집사

3/1

3/8

이형중 집사

3/8

이형중,이민정 집사

3/15

이민정 집사

3/15

김화평,김은정 집사

3/22

김일정 집사

3/22

임윤재,한영선 성도

워싱턴 베다니 교회
Washington Bethany Church
대한 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Main Building

서지은,김상윤 집사

3. 헌금위원
주일/금요철야 예배
3월
최윤석 집사

4. 주방봉사
주일/금요철야 예배
3월
구미화 셀

최성희 집사

김희락 셀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모임

시각

장소

Service

Time

Location

주일 예배

주일 Lord’s Day
1 PM

Education Center
GYM

Lord's Day Service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
강을 건넌 자

5. 셋업 봉사 ( 매주 토요일 7 시)
3/7

김도곤 셀, 박영숙 셀, 구미화 셀

3/14

이형중 셀, 최문형 셀, 이민정 셀

3/21

김희락 셀, 이원준 셀, 이재영 셀

3/28

김화평 셀, 김은정 셀, 이태양 셀

전도
Evangelism

셀 모임
Small Group
Meeting

매달 둘째, 넷째주 주일
Lord’s Day 4 PM

University Campus
Korean Market
Lincoln Memorial

수요일 Wed
8:00 PM

Education Center
Rm# 211-213

금요일 Fri 8:30 PM토요일 Sat 4 AM

Main Building
Auditorium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마 24:45

중보기도 Intercession
1. 노요셉 담임 목사님과 노유니스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2. 모든 예배와 모임에 생명과 은혜가 넘치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금요 열린 찬양예배
Friday Worship Night

3. 교회의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 교회에 기도의
영이 회복되며 이 지역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금요 철야 기도, 저녁 기도 모임)

담임목사

노요셉 목사
Rev. Joseph No

주일예배

2020 년 3 월 1 일
오후 1 시
Lord’s Day Service 1 PM

장소

3504 Gallows Rd,
Annandale, VA 22003

4. 마지막 때에 맞는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5.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선교캠프/중남미 선교)
6. 워싱턴 지역을 깨우며 전 미국을 깨우며 나아가 세계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도시 땅 밟기 전도)

워싱턴 베다니 교회 Washington Bethany
담임목사: 노요셉 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Church
백석총회)
washingtonbethany@hotmail.com
3504 Gallows Rd, Annandale, VA 22003
703-944-2040 | www.washingtonbethany.com

주일예배 순서 Order of Service

교회 소식 Announcement
오늘 워싱턴 베다니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 3 월 3 일(화)부터 4 월 12 일 부활절까지 [전교인
미디어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으로부터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방침이오니 다들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가 점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3 월 8 일 저녁 내년 1 월에 있을 선교 답사 차 멕시코
시티로 선교 답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 만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요 예배는 12 시 30 분까지 기도회까지 연결하고
끝내도록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도시전도팀들은 새벽 4 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 새로운 셀(Cell)이 세워지기까지는 현존하는 셀
모임을 당분간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셀리더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주 수요일(3 월 4 일)날 미국 교회에서 리더쉽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 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여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8. 예배 시간에는 Cell-Phone 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서는 Cell-Phone 으로 주일날
성경을 찾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9. 교회에 주차할 때는 본당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입구 쪽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회 주차장 내에서 운전할 때 서행을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찬양
Prais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합심기도

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다함께
Together

다함께

Prayer In Unison

Together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2:20-21

노요셉 목사

Scripture

Apocalypse 22:20-21

Rev. No

말씀
Message

봉헌
Offering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사회관
Christian’s attitude on
Nations and societies

내 삶을 깨트립니다
I Break My Life

봉헌 기도

다함께
Together

Rev. No

교회소식

노요셉 목사

Announcements

Hymn of Thanks

Rev. No

노요셉 목사

Offertory Prayer

감사찬송

노요셉 목사

Rev. No

만유의 주재
Fairest Lord Jesus

축도

다함께
Together

노요셉 목사

Benediction

Rev. No

이달의 교회 일정 Feb 2019
•

3.3 – 4.12

전교인 미디어 금식

•

3.4

OGIC 모임

•

3.8 – 3.14

선교 답사

선교지 - 과테말라 신영철 선교사

•

3.11

- 니카라과 김향자 선교사
- 엘림 선교 센터

OGIC 모임

•

3.18

OGIC 모임

•

3.25

OGIC 모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Please pray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for th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