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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주일

    표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딤후 3:15-17)

미 주 성 결 교 회

보스톤중앙교회
Boston Central Korean Evangelical Church

.

담임목사   송   평   구  
 (Rev. Pyung Goo Song, Pastor)

은퇴목사 김갑동, 교육전도사 윤준희(EM) 
장로 조대희(시무) 공병선(원로) 송기백(은퇴) 

교회음악 김혜실  

421 Common St. Belmont MA 02478 (교회)
14 Nancy Ln, Waltham MA 02452 (선교관)

617-230-5004(Cell) bckec.org

■ 주간성경묵상  

5월에는 <아침향기>의 본문을 따라 왕상 12-22장, 왕하 1-3장을 묵상합니다. 
북 왕국은 여로보암을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왕
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했고 선한 왕은 다윗이 행한 길로 행했
다고 표현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살피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들의 위대함보
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배웁니다.      

 일자 성경본문 묵상 포인트

 9(월) 열왕기상 15:16-24 아사의 실패

10(화) 열왕기상 15:25-16:7 악한 바아사
11(수) 열왕기상 16:8-20 엘라와 시므리
12(목) 열왕기상 16:21-34 오므리와 아합
13(금) 열왕기상 17:1-7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
14(토) 열왕기상 17:8-24 사르밧의 기적
15(주) 열왕기상 18:1-15 엘리야와 오바댜

■ 교회모임  

주일예배 주일 13:30 어린이부예배 주일 13:30 성경공부 그룹별로

새벽기도회 토  06:00 중고등부예배 주일 13:30 한글학교 주일 12:00

금요기도회 금  20:00 청년부모임 주일 16:00 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 교회위치

l I-95/128 Exit 38A(구 28A)로 나와 Trapelo Rd.를 타고 10분, 
Common St.에서 좌회전합니다. 

l Rt 2 Exit 134(구 59)에서 Pleasant St. South로 오다가 Concord 
Ave.에서 좌회전, Common St.                                
에서 우회전하여 교회까지 옵니다.  

l I-90 Exit 127(구 17)로 나와                                
Galen St.을 타고 Rt.16 East로                               
1분, Common St.에서 좌회전                                 
하여 Cushing Sq.로 오면 됩니다.  

l Harvard Sq.에서 73번 버스를 
   타고 15분 후 Cushing Sq. 에서                                  
   하차합니다. 

 



어버이주일예배

2022년 5월 8일 1:30 PM 인도: 송평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예배기원 Invoc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다함께

감사나눔 Testimony

‘최고의 선물’노래와 율동 - 어린이부 
감사 나눔 – 학생부, 자원자 

감사의 꽃 – 청장년부
축복의 노래와 기도

자원하여

찬송 Praise
놀라우신 은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무모한 사랑.

This is Amazing Grac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Reckless Love.

찬양팀

대표기도 Prayer 황현희

찬송 Special Song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 윤준희

성경 Reading 에베소서 6:1-4 인도자

설교 Sermon
예수 안의 한 가족

Family in Christ 윤준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함께

* 송영 Doxology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 봉헌기도와 축도 Blessing 송평구

■ 토요새벽기도회  14일 6시 찬송: 375 376 성경: 열왕기상 17:8-24

■ 교회소식

1. 인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화목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2. 감사: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어린이부와 학생부, 청장년부에 감사하고 

   설교해주신 윤전도사님과 꽃과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친교: 친교실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4. 동정: 송기백 신정애(타주여행, 4-15) 홍민정(이사예배)

 

■ 교회행사 및 봉사자

일 예배, 행사, 회의 대표기도 친교준비 친교기도 주방보조

1 어린이주일, 성찬예식, 선교회별모임, 금식
구제일(2) 홍순서 - - -

8 어버이주일 연합예배 황현희 - - -
15 선교주일, 남선교회헌신예배 남선교 - - -
22 당회(28) 길소영 - - -
29 김경선 - - -

■ 구역보고

구 역 구역장 총 무 일자, 장소 인원 성경 일자, 장소
믿 음 김경선 정봉례 4 / 3 11 386 5 /15
소 망 김정환 김영숙 4 /30 9 255 5 /21
사 랑 김혜실 황현희 5 / 7 6 122 5 /14

구역헌금은 각 구역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께 선교비로 보냅니다.
믿음(멕시코 김규식) 소망(아마존 김천식) 사랑(하나님의 선교회 김인곤) 

+■ 헌금보고

십일조
공병선 원동선 조대희 김경선 송평구 송미경 신대용 염혜숙 원동진 
허성용 김학순 김정환 김병주 황현희 홍순서 정봉례  

주  일
길소영 김예린 허성용 김학순 변계형 김동혁 조주노 김엘렌 권문자  
김병주 황현희 김선제 이연수 김소연 오세민 홍민정 아비야 신지아 
신유진 이재린 신재원 최유나 무명

감 사 공병선 원동선 김갑동 공병례 김소라 김영숙 송신재
선 교 공병선 원동선 조대희 김경선 송평구 송미경 
건 축 공병선 원동선 조대희 김경선 송평구 송미경 
지 정 조대희 김경선 홍순서 정봉례(구역선교) 신대용 염혜숙(구제)

■ 감사와 기도제목

공병선 원동선(항상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소라(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평구 송
미경(어린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지도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문화센터를 통하여 주님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필요한 사역자와 선생님들을 세워주세요. 
병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