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교회 소식
1. 우리 소명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2. 예배와 소그룹 모임 안내
• 주일예배: 11am On-Line 예배와 병행
• 새벽예배: 월-금 (5:30am)/토(6am)
• 중보기도: 수(8pm) - 본당
• 금요예배: 8pm On-Line 예배와 병행
• 구역장 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 구역 예배: 매월 첫째 셋째 주
3. 추수 감사주일/성찬식
• 11월22일(주일)
•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선교지에 선물 보내기(11월 중)
• 인도(2가정), 네팔, 라오스, 시에라리온
에 보낼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 가벼운 물품으로 기증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건, 양말, 스카프, 모자, 치약,
치솔, 비누, 접는우산, 체온계, 밴드류,
핸드크림, 썬크림, 데오드란트, 라면,
껌, 김, 믹스커피 등등…
•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행정실로 연락 주세요.
5. 연말 연시를 위한 기도
•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 교회의 여러 행사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u 오시는 길

2020년 11월 15일
제456호

6. 출석 예배시(자원) 꼭 필요한 절차:
• 교회입구에서 체온 체크 및 기록
• 손세정제 사용 / 수시 사용 권장
• 마스크 착용(필요시 제공)
• 개인거리 유지 - 지정석 착석
• 예배 후 귀가
7. 주일 헌금
• 직접: 교회 헌금함(8am-5pm)
• 우편: PO Box 52 La Mirada CA 90637
• 온라인: Bank of hope 6400042002
Somyung Church
• Venmo: Venmo 앱을 다운 받으신 후
은행 Informaion(구좌번호, 은행이름,
교회이름 등) 기입.
8. 기타
• 2차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의 요망
•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전도
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구역 내에서 그리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안부전화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1 부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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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의 주재(찬32장)

대표 기도

이영수 안수집사

찬양
말씀
결신찬양/기도
봉헌찬양/기도

(살전5:16-18)

주일

SMC 찬양팀

입례 찬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u 예배 안내

2 부 (오전 11:00)

물댄동산
눅10:25-37,“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향유 옥합/기도: 이광호 목사

교회 소식

사회자

*

파송 찬양

하나님의 약속

*

축도

이광호 목사

교육부 / EM Service 11:00 AM
Praise

Praise Together

Sermon

Family Worship

* 모든 예배에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206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714.331.3622
http://somyung.net, somyung12206@gmail.com

u 교육부
유년부
11월 주제: 제자들의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5:18)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중고등부
Family Worship

u 예배 준비
* 다음세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에 더욱 조심하도록.
•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 교육부가 더욱 부흥하도록.
E.M

대 표 기 도

u 지난주 헌금
11/15

11/22

주

이영수 안수집사

이능모 안수집사

십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8개월이 지
나면서 불편한 마스크 착용하는 생활이 당연한 삶
의 부분으로 습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에 변화가 있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직장에서의 삶, 더우기 교회에서는 성
도간의 교제가 어렵게 되어져 모이기를 얼마나 거
북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요.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와 그나마 드리는 현장예배
에서도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가 없다 보니 오랜만
에 가진 식사며 교제 나누는 시간이 참 반갑고 즐
겁고 너무 좋은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
몇몇 분들에게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한 부담
과 걱정을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사람들 간의 개인 거리 두
기로 인해 낯선 사람의 접근을 부담스러워함을 넘
어 위험하게 생각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
가 삭막해져가는 세상에 더욱 사랑이 식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마트에 가면 쉽게 느끼게 됩니다. 서로 병균이나
된 것처럼 말도 안 걸고 걸어도 왜 말 시키냐는 듯
한 표정들…
이 험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ㅇㅇ
교회 나가는 사람, ㅇㅇ교인으로 불리거나 또는 집
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야 할 것입니다.
이 직분으로 불려짐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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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Worship

u 섬기는 분들
u 담임목사 칼럼

일

“더욱 그리스도인”
일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세상의 소
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마5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더욱 더 각별하고 세심하게 유의하며 타인
에게 위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을 열심히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생각나고 묵상 되어지는 말
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전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
리가 되고
(고전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
요
(고전13:3 ~ 8) 사랑은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
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한
량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 풍성히 사랑하는 것
입니다.
서로 낯설고 부담스러움을 넘어 이제 사랑이 식어
져 가고 자기만을 더욱 위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시대에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u 선교사 / 후원 현황

담임목사

이광호 목사

시무장로

김영돈 장로

유년부, 행정

유미향 전도사

중보기도/여성사역

박헬렌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조이양 집사

반주자

김혜은 집사

• 선교사: 박태수 선교사 (CRU)
• 현지인 사역자:
강가람/바란/카란바하두르 (인도)
로히/쉬스마, 산제이/푸자(네팔),
쏨싹(라오스),사이몬(시에라리온)

u 중보기도 제목
선교지 기도제목
모든 선교지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안전하도록
• 인도(카란바하두르,강가람, 바란)/네팔(산제이/푸자, 로히/쉬스마)
인도/네팔의 모든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나가도록
네팔에 파송된 현지인 선교사 두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근에 open한 빵가게 영업정지 상태)
• 라오스(쏨싹)
쏨싹 아내(코로나) 완쾌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독교 박해가 멈추도록.
•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사이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지 위하여
• GMI 선교/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 건강을 위하여
• 박태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을 위해
아프리카, 인도/네팔, 라오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지역별(남부/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등) 현지인 리더십 양성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 충당 위해
• 온 열방의 미전도, 미개척 종족 선교와 북한/탈북자를 위하여
•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중보기도 제목
1. 모든 on-line 예배와 기도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과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3. 위기가 우리 신앙 생활과 교회에 기회가 되도록(가정예배의 활성화 및 말씀과 기도 중심)
4.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 위해 (건강, 가정, 직장, 재정......)
5.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더욱 하나되고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도록.
6. 담임목사와 교역자 및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