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주중예배

✿ 금주의 봉사 위원

✿ 정기 예배 안내

✿ 섬기는 사람들

✿ 후원선교사 및 소식

1870 Willow Trail Pkwy.  
Nocross, GA 30093 

http://www.atlantasiloamchurch.org 
siloamchurch@gmail.com 

TEL : 770-638-1600 

       실로암한인교회 
THE SILOAM KOREAN CHURCH OF ATLANTA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인도자 박원율 목사  

예 배 순 서 1 부 오전 8:30 2 부 오전 11:00 
경 배 와 찬 양 

Praise & Worship 새벽별 소리모아 

찬 송 
Hymn 495 장 (새 438 장)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4 (새 #67) 

기 도 
Prayer 오지영 장로 이창우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마태복음 1 장 18-25 절 

교회소식/환영 
Announcement/Welcome 인 도 자 

봉 헌 / 기 도 
Offering 봉헌기도 

말 씀 
Sermon 복음으로살아내라 17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 찾는 교회”(박원율 목사) 

결 단 의 시 간 
Decision Time 214 장 / 405 장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다음주일 금요찬양예배 토요새벽예배 

설교 박원율 목사 설교 이선영 목사 설교 박원율 목사 

기도 박준형집사/장기수장로 찬양 소리모아 교제 - 

 

권종승(우물) 성낙서(IDCF) 장세균(온두라스) 마이크윤(코스타리카) 심호섭(알타이)  
최재휴(밀알) 강정우(Nav igato r )  이종도(케냐) 최헌주(인도) 임성철(캄보디아) 
이안나(이스라엘) 조대원(르완다) 김정호(캄보디아) 장영호(GP) 그레이스정(불가리아) 
서규희(인도) 정철화(위클리프) 김홍덕(조이) 김종헌(프런티어) 권영갑(온두라스) 
박윤석(탄자니아) 원정하(인도) 이상조(고어헤드) 김재진/최금희(GSM,알바니아)  
최경호/유남숙(GSM,캄보디아) 송요셉(디딤돌) 다니엘박/캐서린리(C2M)  

르완다 조대원 선교사 

1. 8 년만에 다시 필라로 이사한 모든 것에 순탄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2. 르완다로 들어가기(10/13) 전 여러 일들을 잘 마치고 순적하게 떠날 수 있도록 
3. 임지에서 홀로 모든 가사를 감당해야 할 저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4. 코로나 사태로 르완다 신학교, 교회, 유치원 사역이 모두 중단된 상황으로,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데 속히 해결 되도록 
5. 언제 다시 시작 될지 모르는 사역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6.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있다가 더욱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도록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담임목사 박원율 파송선교사 조대원(르완다) 

부목사 김태훈 이선영 지휘/반주자 박근원/김정은(1 부), 

교육전도사 Peter Yoon Paul Kim  윤영민(2 부), 송하은(새벽) 

협동목사 최상선 시무장로 김정도 오세근 이창우 

원로목사 신윤일  장기수 최경훈 

 

<주일예배>  <금요예배> 
성인 1 부 오전 8:30 본당  성인예배 

오후 8:00 본당 성인 2 부 오전 11:00 본당  초 등 부 
유 치 부 오전 10:00 온라인  중고등부 
초 등 부 오전 10:00 교육관  <새벽예배> 
중고등부 오전 11:00 교육관  화-토 오전 6:00 본당 
EM 예배 오후 1:00 교육관  <수요성경공부> 오후 8 시 

청년부(토) 오후 7:00 교육관  <셀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인도형제모임(토) 오후 6:00 교육관     
 
 

 영접위원 헌금위원   사랑의식탁 준비팀 

1 부 안내위원 -  이번주 - - 

2 부 안내위원 -  다음주 - - 

 

* 

* 

 * 

*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제 30 권 40 호 2020 년 10 월 04 일 

풍악산(금강산) 전경 









✿ 교회소식

✿ 지난주 헌금 통계 및 청소 담당

✿ 중보 기도 및 교우 소식

✿ 중보기도 및 교우소식

✿ 설교 노트

✿ 매일의 말씀
 
 
 
 
 
 
 
 
 
 
 
 
 
 
 
 
 
 
 
 
 
 
 
 
 
 
 
 
 
 
 
 
 
 

* 아래 새벽기도회 말씀표를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말씀 고후 8:1-15 고후 8:16-24 고후 9:1-15 고후 10:1-18 고후 11:1-15 고후 11:16-33 고후 12:1-13 

제목 너희가 
부요하도록 

선한 일을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의 
열심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에 

찬송 467 장 372 장 178 장 393 장 265 장 506 장 457 장 
 
* Youtube 에 업로드 되는 ‘매일의 묵상’은 위의 말씀 본문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십일조 주일 감사 선교 건축 - 계 

5,432 1,467 570 280 100 - 7,849 
 

 신관 1 층 신관 2 층 교육관 1 층 교육관 2 층 

10 월 시무장로 시무장로 교역자 교역자 

 

* 환우들의 쾌유를 위하여  
강승지권사, 유수준집사, 이금연권사, 김언진집사, 조춘화집사 
 

* 교육부를 위하여 
자녀들의 영성, 유치부 사역자 청빙,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 
 

1. 오늘도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과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간 사역 

* 지난주 수요일(9/22)에 초등부 학부모 zoom기도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3. 부서 및 전도회 소식 

1) 교육부 
(1) 예배 안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Youtube 생방송 및 영상 
초등부 / Youth / 청년 / EM 유치부 초등부(영상) / Youth / EM 

(2) 교육부 오케스트라 안내  
<기간> 9/20-12/6(12주)     <장소> 유치/초등부실     <시간> 9:20-1 0:40 
<신청> 8/31-9/13      <문의> 손효성 집사(678.862.6527) 
* 각 예배의 지도자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부 
(1) 저금통 수거 및 배포 그 동안 모아오신 저금통을 오늘(10/4)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저금통이 배포됩니다.  
 
4. 실로암 제자학교 가을 학기 개강 

1) 제2기 제자의 삶(7주 과정) <일시> 10.18-11.29 <시간> 주일 오후 1-2시 
2) 제1기 큐티학교(4주 과정) <일시> 10.18-11.08 <시간> 주일 저녁 7-8시 
3) 성경통독학교 “정독 모세오경”(5주/주 2회-수,목) <일시> 10.14-11.12  

<시간> 오전10-12시 (장년) / 저녁 7-9시 (장년/초등+중고등) 
* 제자학교 신청서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문의 이선영 목사) 

 
5. 코로나 19(COVID-19) 안내 

1) 예배 및 모임 안내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본 교회의 예배당 규모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하에 매 예배 11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49/84명) 매 예배 후 예배 당을 
소독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성전 예배를 독려합니다. 교회 주보는 디지털 문서로 배포됩니다. 

2) 새벽예배 안내 (Youtube 상의 ‘매일의 묵상’ 역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일시> 매주 화-토 오전 6시               <장소> 신관 예배당 
<인도> 화/목-김태훈 목사, 수/금-이선영 목사, 토/매일의 묵상-박원율 목사 

3) 봉헌 방법 안내 
(1) 직접 봉헌 교회에 직접 봉헌시 교회 로비에 비치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으로 봉헌하는 방법 (개인 은행 Check을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870 Willow Trail Pkwy., Norcross, GA 30093 (Siloam Korean Church) 
(3) Online Banking의 Bill Payment로 직접 봉헌(Deposit)하는 방법 

Promiseone Bank (Routing # 061121180/Account # 0110003571/zip code # 30096) 
(4) PayPal로 봉헌하는 방법 

교회 홈페이지(www.atlantasiloamchurch.org)나 혹은 직접 Pay-Pal계정을 통해서 봉헌하는 방법 
* 문의 김정도 장로(678.373.8862) 또는 이선영 목사(434.329.1378) 
* 봉헌시 봉헌 항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일조, 감사, 주일 등) 

 
6. Zoom 신방 신청 안내 

담임목사께서 비대면(온라인) 심방을 실시합니다. Zoom 심방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atlantasiloamchurch.org) 

 
7. 성경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소개 

드라마바이블(https://dramabible.org). 홈페이지에서 APP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Youtube에 
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