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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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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제일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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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사바나 제일 장로교회는  |  WHO WE ARE

오늘부터 교회에서 마스크착용을 자율화 합니다.  하지만 착용을 원하시는분은 
언제던지 착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후 바로 월례 제직모임이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주일 3월 27일에 예배바로 직후에 3가지 안건을 다루는 전교인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필요한 안건을 다루고 결정하니만큼 꼭 시간을 
내시어 모두 참석하시길 요청드립니다. 

확장공사는 바닥자재가 늦어져 한두주 지연됩니다.   하지만 대력 이달말까지는 
끝날것으로 예정하고 또한가지는 다음달 첫째주일에 교회 안밖으로 봄맞이 청소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오기전 봄청소를 하려고 하오니 미리 
시간을 준비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편과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우편: 270 Adams Rd, Bloomingdale, GA 31302 (Pay to: SFKPC)

2) 온라인헌금: 교회홈페이지(fpckorean.org)로 방문하셔서 메뉴에 있는 
'온라인헌금'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PayPal 로 송금하시는 분은 "Friends and 
Family"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받는 사람은 "First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1.

2.

3.

4.

5.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2세 자녀들을 신앙으로 돕는 교회입니다.
캠퍼스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운동을 통한 역동적인 나눔과 양육이 있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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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Adams Rd, Bloomingdale, GA 31302교회주소:



예배 순서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1-9 

말씀 노트

(*)는,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 김철 목사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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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63:1-4

126번 사순절(3)

사도신경 (Apostle’s Creed)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장

누가복음 13:1-9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