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명칭인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명시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성일로 준수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시급
히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예배 시간 안내

금요일 예배 한국어 부 오후  7:30

안식일 학교
한국어 부 오전  9:30

유치부, 유년부, 영어부 오전 10:00

안식일 예배
한국어 부 오전 11:00

유치부, 유년부, 영어부 오전 11:00

아침 기도회 매주 일요일 오전  7:00

교회를 섬기는 분들

직  분 이  름 연락처 E-mail

담임 목사 전인석 253-736-4211 seok3636@gmail.com

영어부 목사 Robin Song 253-245-3453 pastor.robin@gmail.com

수석 장로 노대헌 206-356-9898

선교 회장 김인호 206-779-3524

설교노트



No. 21-10 2021년 9월 17일~18일

안식일 환영 예배 저녁 7:30 ~ 8:30 9월 17일

안식일 학교 오전 10:00 ~ 11:00 9월 18일

•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교우님들과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배 정상화를 위한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시애틀중앙교회를 방문하신 김휘명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 오늘 오후 7시, 교회에서 직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요안건처리)

영상찬미

찬        미 온유하신 음성으로 422 장

기        도 이영희

설        교 우리의 선택은 김휘명

찬        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544 장

축        도 설교자

날   짜 인  도 기  도 설교/순서 축  도

Sep 24 (금요일 예배) 전인석

Sep 25 (안식일 학교) 정현식 안병숙 윤현석 전인석

Sep 25 (안식일 예배) 전인석

다음주 예배 안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합회 헌금 $ 3,235.00 교회헌금 $ 2,630.43

교회 소식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송        영 주 앞에 나와

기        원 설교자

찬        미 면류관 가지고 24 장

기        도 이태용

선교지소식 선교사의 하루 북아메리카지회

특별찬양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대

설        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김휘명

찬        미 아름다운 장미 713 장

축        도 설교자

안식일 대예배 오전 11:00 ~ 12:00 9월 18일

예배로 초청

찬        미 참 즐거운 노래를 39 장

기        도 임은실

환영인사 정현식

순        서 새 가정 환영 이명훈, 신명순

축        도 이윤한

교과공부 제 12 과      쉼이 없는 선지자 윤현석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

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욘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