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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            )해야 합니다.  

•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본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                     )이요, 살아계신 (            )의  

(        )이라는 고백입니다.  

•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안에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1: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교회는 모일때마다 (         )를 향한 감격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 존 러스키가 주장한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           ), 땀 그리고 꿈 

•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갖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       )입니다(엡4:4).  

•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람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타코마제일침례

교회를 세워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까?  

 혹시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 건강과 교회의 영적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마태복음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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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2022년 교회 표어는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입니다.  

3. 수요성령예배: 느헤미야 강해설교  “Arise, Rebuild”  

4. 2021년도 세금 보고(헌금내역)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지난 주 월요일에 있었던 서북미한인침례교회 협의회 신년 감사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총 67명이 2022년 임명집사직을 수락하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일꾼 세미나: 1/29(토) 오전 7:30-9:00, 강사: 송경원 담임목사 

누구나 참석하여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임명집사와 청지기/돌봄지기는 반드시 참석

하시길 바랍니다.  

8. 제직회: 1/30(주일) 오후 1시, 본당.  안건: 교육부서 사역자 청빙에 관한 건 .  

2022년 임명집사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9. 제 59기 중보기도 사역: 2/1(화)부터 시작되는 제 59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시간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서식: 2/2(수) 수요예배 시. 

중보: Bruce Fehling, Rick Dollar, Donald Murray,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Willie Buggs, Clarence Turner, Leah An, William Dungey, Eric Mose, 

Kenneth Adkins, 박지영, 강희정, 이충성, 조혜경, 양례깁스 

| 행정사역 

1. 사무실 휴무: 1/17(월) Martin Luther King Jr. Day 로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2.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시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3. 2021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 이상 하신 성도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4. 2022년 기념일을 맞아 주일 오찬으로 섬겨주실 성도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5.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

길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1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3부: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감사함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