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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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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1. FCF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배려합시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간증들
을 Facebook 이나 Twitter 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격려합니다.  한국인 사역부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facebook.com/ihopkorean).
2. 오늘 1월 첫째주 주일 FCF 예배 안내로 이재명 집사 그룹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섬김은 Eric Sohn
선교사 프랜쉽 그룹입니다.
3. 통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는 주일 2부와 금요 EGS 예배에 제공됩니다. 통역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무
패킹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FCF 장소 어디든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플라스틱 이어폰을 사용하
시는 분들은 꼭 뒤편 통역석 블리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방지를 위해 통역을 들으시는 모든 분
들은 양쪽 이어폰 모두 귀에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 패킹 이어폰은 통역기 나누어 주는 곳에서 $5에
사실 수 있습니다. 번역된 주일 설교 노트에 관한 문의는 통역 서비스 장소나 한국인 사역부 페이스북인
facebook.com/ihopkorean 을 확인해 주세요.
4. 한국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집회” 안내드립니다.
* 일정: 5월20일 9am -22일 10pm
* 등록비: 식사 포함 $60 (4/30 까지), 식사 포함 $70 (5/1 부터)
* 등록: ihopkc.org/korean
** 아이합 커뮤니티 할인 등록비: 무료 (식사 제공 안됨, 4/30까지), $10 (식사 제공 안됨, 5/1부터)
** 아이합 커뮤니티 할인 등록: ihopkc.org/korean
* 문의: korean@ihopkc.org
5. 일반인 모두를 위한 “기도의집 집중코스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 주제: 예배와 기도
* 일정: 5월25일 9am - 29일 10pm
* 등록비: 식사 포함 $200 (5/10 까지), 식사 포함 $225 (5/11 부터)
* 등록: ihopkc.org/korean
** 아이합 프랜쉽 그룹 멤버 할인 등록비: 식사 포함 $100 (5/10 까지), 식사 포함 $125 (5/11 부터)
** 아이합 프랜쉽 그룹 멤버 등록: korean@ihopkc.org 로 메일 (이름, 전화번호, 소속 프랜쉽 그룹)
* 문의: korean@ihopkc.org  
6. Student Ministries (중 고등부 학생부) 에서는 2월에 두가지 티칭 코스를 할 예정입니다.
* Foundations of the Faith (믿음의 기초, 무료 6주코스): 2/17-24, 화 6-8pm, CEC 빌딩
* Leadership Track (리더쉽 트랙, $50 8주 코스, 15-18세 대상): 2/17-4/7, 화 4-6pm
* 등록: studentministries@ihopkc.org 로 메일
7. 한인 중고등부 학생들은 리더들과 함께 아이합 Student Ministries (SM)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시
간은 매주 수요일 6:30-8:30pm 이고 장소는 CEC Camp and Training Center (11700 Grandview Rd.
KCMO) 입니다. 토요 한인 중고등부 모임과 기도모임 그리고, 엄마 기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309:30pm 에 있습니다. 기도 모임 장소는 10500 Cleveland Ave. Kansas, MO. 64137 입니다.
*문의 - Joshua Lee: 중고등부 청년 리더 (leeh3@ihopu.org 혹은 562-714-3433),
8. 캔사스 시 Luke 18 Project (캠퍼스 기도 운동) 에서는 5일간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학생들과 캠퍼스 사역 리
더들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캠퍼스에 기도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프로그
램입니다. 기도, 예배, 제자 양육, 그리고 캠퍼스 전도를 실습하고자 하는 영어권 대학생들과 캠퍼스 사역 리
더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luke18project.com/events/spring-break-fuel-school 로 하실수 있습
니다. 영어권 사역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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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3/2-6; 9-13; 16-20; 23-27.
9. 아이합 한국인 사역부 2015 행사 계획
* 5/20-22      예수님을 향한 열정 집회 (IHOPKC)
* 5/25-29      기도의집 세미나 (IHOPKC)
* 9/23-10/2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집 세미나 (IHOPKC)
10. ANPR 한국 하프앤보울 예배, 커뮤니티 기도 모임 및 사역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보예배: 월 4pm (한국 교회와 젊은 세대), 화 8pm (이스라엘), 수 4pm (북한),
                   목 10am (캔사스 지역 교회와 부흥), 목 2pm (ANPR 세트 - 열방)
* 말씀과의 예배: 화 6pm,  
* 커뮤니티 기도 모임: 금 9:30pm (청년, MPR), 금 9:30pm (누구나, 이성재 목사 댁),
토 10am (누구나, GPR 사이드 룸 #13), 토7:30pm (청소년 & 학부모, 이성재 목사 댁)
- 이성재 목사댁 주소: 10500 Cleveland Ave. Kansas, MO. 64137
* 한인들을 위한 사역: 한인 예언 사역 (매주 금 4pm), 한인 치유 사역 (매주 토 2pm)
11. 한인 커뮤니티 소식
* 출생: 김로즈, 1/15 (Joe & Annie Kim 가정)
12. IHOPKC 커뮤니티 통계
(풀타임: 558, 파트타임: 270, 학생 & 인턴: 689, 기도실 스테프: 264, 커뮤니티 중보기도자: 289  
  --  총: 2,070명)
13. 십일조와 헌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11:24-25)
** 한국사역에 헌금하기 원하실 때의 안내
. 현금을 내실 때 - 봉투를 받으시고, 겉 봉투에 “Korean Ministry” 라고 써서 내 주세요.
. Check 를 쓰실 때 - “Pay to the order” 란에 “IHOPKC 혹은 FCF” 라고만 쓰시고, memo 란 혹은 겉봉투에
“Korean Ministry” 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Credit card) 를 쓰시기 원하실 때 안내 위원에게서 헌금 봉투를 받으셔서 봉투 안에 있는 신용 카드
정보 기입란에 쓰시고, 겉 봉투에 “Korean Ministry”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 커뮤니티 메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korean@ihopkc.org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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