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요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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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 교회 예배당 재개 안내: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교회 근처 빅토리 파크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는 계속 준비됩니다.
*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교회 홈페이지(Logoschurch.org)에서‘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매주 주일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동수 목사님과 함께 만남을 갖습니다.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Zoom App을 설치하시고 계정번호(908-161-3772)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고스묵상’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으로 링크가 전달되고 있으며, 유투브에서
“채널 로고스’로 검색하시면 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신동수 목사
*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1) 우편 (1341 E. Washington Blvd. Pasadena, CA 91104)
2) Venmo계정 (Logos Evangelical Church )
3) ACH Transfer
- Bank name: Bank of Hope - Routing #: 122041235
- Account #: 6400573822 - Account holder: Logos Evangelical Church
* 독서모임 광고:
온라인(Zoom)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영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 온라인 모임 : 9/29, 10/13 저녁 7시 30분
- 나눌 책 : 뜻밖에 축복 (조정민 목사) * 책은 배송해드립니다.
- 문의 : 신동수 목사 (213-270-4542)

기도제목
[기본기도제목]
- 개인, 가정, 직장, 교회를 위해서
- 예배를 위해서 (어떤 형식이든, 어디에 있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 자녀를 위해 -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전도) -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코로나 사태 관련 및 기도제목]
1. 세상을 위해서
- 세상의 아픈 이들의 회복을 위해(영육 모두)
-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
-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 켈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도록, 산불 지역 주민들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2.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 모든 성도를 질병에서 보호
-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 보호하심, 인도가 있도록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혜와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