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식일 학교(9:00~10:20) 경배와 헌신(10:30~11:30) KYM 엘다솜 (11:00-13:00) 

날짜 금요 예배 안식일 학교 설교예배 새벽예배 

6/10 
~ 

6/11 

기도:김정순 
말씀:오충환 

기도:엄효은 
환영:이경자 
특순:엘다솜 이야기 

기도:신영호 
특창:오케스트라 
설교:오충환 

6/5(일) 
사회:구자영 
설교:이강수 

6/17 
~ 

6/18 

기도:장명순 
말씀:오충환 

기도:오영선 
환영:김행선 
특순:선교지소개 

기도:김청주 
특창:교회찬양대 
설교:오충환 

6/12(일) 
사회:구자영 
설교:이권우 

 

날짜 장로 집  사 

6 월 김성우 
구자영 

장문영(책임) 우인선 김월자 이향림 정봉희 안미경 
이봉호(책임) 천인철 권치우 

7 월 김균상 
임지빈 

배상매(책임) 조은숙 김영숙 최옥희 이경자 민혜옥 
남봉규(책임) 최영철 김정한 권혁동 

 

☆다음주 순서자 

☆시무위원 

이번주 
This 
Week 

배상매 정봉희 양태숙 김교순 윤정은 유순이 정은주 강수진 이지나 곽티나 조수잔 
(엘다솜 장로부) 

다음주 
Next 
Week 

조은숙 백봉순 이향림 김미정 노일녀 이중애 임순자 권소옥 김정숙 우인선 유은숙  
(엘다솜 장로부) 

 

EM at Worship(11:00-12:00) 

☆파트락 및 친교실 정리 봉사자(Potluck & Clean Up) 

예배 초청                              다 함께 
시작 찬양                                    1 장 

“거룩 거룩 거룩” 
성경봉독(약 1:13)&기도 
                                               김성우 
헌신과 예물                            다함께 
특별 찬양                        교회찬양대 
헌신 찬양    “오 주여 비오니”     61 장 
말씀 선포                               전현욱 

"아버지의 마음" 
마치는 찬미                            531 장 

“날 인도하는 손” 
축복 기도                               설교자 
헌신 찬양                               171 장 

“내 주님 오시리” 
 

해지는 시간: 7:57                      다음주:8:00 

 

Call to Worship – Hymn 

Welcome 

Children’s Story 

Scripture & Prayer 

Worship Through Music 

Message : Richard Lee 

"The Things That Enslave You" 

(Numbers 11:4-20) 

"Praise & Offering" 

 

Sunset Tonight: 7:57M               Next Week: 8:00PM 

준비찬양                                찬양팀 

시작찬양                                438 장 

“주여 어린 사슴이” 

기  도                                    윤혜숙 

환  영                                    이준원 

안  교                                        특순 

"세변삶 : 세상의 뼈와 살" 

축  도                                     김부정 

----------------------------------------------- 

교과공부    (9:30~10:15)   각반으로 
 

제 10 과 : 예수님과 예루살렘 

(기억절 : 마 21:42) 

2016 년 6 월 4 일 June 4. 2016 

교과 공부      (11:00-11:40)      각반 

광고및 손님소개                   임세현 

예배 초청                              김진만 

시작기도                               지혜인 

찬미                                   Praise Team 

말씀 선포                              전현욱 

"선교는 실천이다" 

축복 기도                              설교자 

헌신과 예물                         다 함께 

마치는 찬미                 Praise Team 

☆지난주 헌금(Offerings) 국어부(KM) 영어부(EM) 엘다솜(KYM) 2016 Church Offering 

십일금(Tithe) 6,627.71 2,374.77 2,415.00 5/7 World Budget 

안교헌금(Sabbath School) 417.00 176.00 91.00 5/14 Local Church Budget 
건축헌금(Church Building) 320.00 5/21 School Fund. 
성장헌금(Growth Fund) 1,025.00 200.00 3,100.00 5/28 NAD Evangelism 

교회경비(Church Budget) 2,403.00 700.00 1,060.00 6/4 Local Church Budget 
감사헌금(Thanks) 550.00 220.00 2,610.00 6/11 World Budget 
 



  국어부(Announcements)
  

  EM(Announcements)
  

 청장년부(Announcements)-엘다솜
  

• 환영: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 서적 헌납 약정!(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안식일 

학교 교과, 교회지남,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을 6월 11일끼지 

서적 담당자(김태로)에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에게만 서적이 배송 됩니다.(문의: 김태로 장로)

• 오충환 담임 목사님의 전도사역을 위한 기도요청! 현재 한국 

에서 전도집회 강사로 봉사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안전한 선교여행이 되도록 계속 기도 요청 드립니다.

•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이나 근처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면 김태로 장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성도님들의 도우심에 힘입어 Food Pantry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 안식일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봉사하실 분들은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입니다. 

• 헌금봉투에 이름을 반드시 영어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 광고 문의: 주보에 광고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llk3004@gmail.com

►헌화: 김순분(생일)         ►다음주: 전영진(감사)

•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WELCOME! We'd like to welcome all visitors and members to 

Loma Linda Korean Adventist Church. May God bless you today 

with a rich worship experience!

• Please join us for the Women's Ministry Sabbath School this 

Sabbath, June 4. We have a special brunch planned to include 

the fathers in honor of father's day. Brunch will be served picnic 

style at 9:30 am in front of the EM sanctuary. Sabbath School 

will be held in the EM main sanctuary at 10 am.

• Mark your calendars! Children's Ministry Sabbath School 

graduation will take place next Sabbath, June 11.

• Friday vespers are planned for June 10 and June 17 while 

many of small groups are on a break.  Pastor Jenny Kim will 

speak on June 10 and Jeff Cho on June 17.

• Food Drive: our church food pantry is collecting food one more 

week.  PLEASE BRING CANNED FOOD!!!  The collection boxe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foyer.

• Children's Ministry:  Summer i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this means it's time to prepare for Vacation Bible School. Save 

the date!  Please check out the volunteer & participant 

registration at https://www.groupvbspro.com/vbs/ez/llksda

• Our church has a ministry that fixes used cars and distribute 

them to individuals who cannot afford cars. If you have an old 

car that you would like to donate whether they work or not, 

please contact pastor Richard Lee.

• Come join the RUN club Sunday mornings at 7AM in the Bryn 

Mawr Elementary parking lot.  We welcome all runners from all 

levels.  

Upcom ing Events

 • Cambodia Mission Trip, June 23-July 3

 • Jr. High & HS KAYAMM, June 19-26

 • VBS, July 11-16

 • West Coast Camp-Meeting, July 31-Aug 7

소그룹 시간 장소 대상 문의

CSUSB 화6:30PM 이형진 집 대학생, 치대 황세희

LLU 1 화7:00PM Student Pavilion 약대, 의대 조혜인

LLU 2 수6:30PM 서정석 집 Single&Married 서정석

LLU 3 수7:30PM 양슬기 집 Family 윤효린

LSU 목11AM 도서실 대학생 지충헌

• 청장년 예배(엘다솜:하나님의 사랑)안내! 매주 금요일 저녁 

7:30분부터, 안식일 오전 11시부터 청장년 예배가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문의: 전현욱 목사)

• 엘다솜 설교 주제 : 3월~6월까지 (Come & See)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3월(교회) / 4월(제자) / 5월(가정) / 6월(선교).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특별 기도 부탁! (장영기 목사 이사) 6월 1일(수)부터 가족이 함께 

로마린다로 1주일간 이동하며, 6월 9일에 로마린다에 도착하여 둘째주 

부터는 온가족이 엘다솜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동행하시는 여정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매주 발송되는 교회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이 계시다면, 

llk3004@gmail.com 또는 전현욱 목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봉투에 이름을 반드시 영어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봉사팀(충성가족) / 책임장로 : 김은정

• (여) : 전성진(반장) 장혜리 박정인 최은진 양슬기

        황세희 허유진 조민영

• (남) : 형성규(반장) 박희찬 김진석  김민석 Dave Kim 구본향  

 

엘다솜 소그룹을 소개합니다. (Small Group)

※ 소그룹 참여 희망 및 관련 문의 (황세희 소그룹 담당자)

U pco m in g  E v en ts

 

 - 6월 4일 : 특별헌금 안식일(캄보디아 미션트립)

 - 6월 23~7월 3일 : Cambodia Mission Trip

 - 7월 11일~16일 : 여름 성경학교

 - 7월 31~8월 6일 : PUC West Coast Camp-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