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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337-3707www.tocusa.com 담임목사  김충만  
The Overflowing Church USA

Rev. Tommy Kim 

   오버플로잉 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 4월 한달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예배 (오후 1시)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 됩니다.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투브 채널: theOverflowingUSA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tocusa.com/give)로 방문 하셔서 가입 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with Zelle 을 통해 계좌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WellsFargo Acct#3777777768 / First name: The Overflowing Church / Email: overflowingusa@gmail.com

3. 톡 모임은 각 톡 리더들의 지시에 따라 자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4. 이번 주는 종려주일/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도와 묵상으로 동참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5.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6. 교회 미디어 관련 SNS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tocusa.com / 유투브 채널: TheOverflowingUSA

교회소식  Worship Service 

*주일헌금/감사헌금 : 무명  김충만,진실 한정자 장쥬리 권토니,수경 김유국,손영숙 진재성,하영 경준현                                          

*십일조 : 김한준  이지수

*지정헌금 : 무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늘가족 소식

  
  예배 및 모임 안내

+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웰컴팀과 교제 나누고 돌아가세요.
+ 주일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 새 신자를 위한 모임이 수시로 진행 됩니다.
+ TEE 성경공부는 매년 2학기제로 진행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제자공동체 오버플로잉교회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 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로 믿고, 복음전파와 성령충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습니다.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김충만 
장년담당 목사 | 한정자
교육담당 전도사 | 장쥬리
총무팀 | 진재성 권토니
웰컴팀 | 권수경
예배팀 | 문선환 김진호 전지혜 이지수 진재성 경준현 전성재
예배지원팀 | 진하영 권수경 

소그룹섬김이 | 권토니 진하영 김한준 김진호

1. 황찬성 집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4월 생일자  
최소희(8) 전성재(11) 황찬성(14) 손영숙(16) 김규빈(20)

WELCOME TO
THE 
OVERFLOWING
CHURCH USA

| Since 2011.09.25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살아내고,전수하는 제자공동체

2020년 공동체 말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한 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행전 20:20) 
 

2020.04.05

Acts2o2o
                                              #데모시아&오이코스

주일   1:00pm @본당
주일   1:30pm @유아부실
금요일 8:00pm @소예배실    

오버플로잉 
영유아부 예배
금요찬양 예배 (저녁 7시부터 식사가 제공됩니다.)



김충만 목사

 김충만 목사

TOC 예배팀

다 함 께 

김충만 목사

다 함 께

김유국 목사

1. 경배와 찬양 | Worship and Praise .......................................................................

2. 예배를 위한 기도 | Prayer for Worship .............................................................

3. 헌금 | Offering ............................................................................................................

4. 말씀 | Message ............................................................................................................

5. 찬양 | Praise again ....................................................................................................

6. 기도 | Prayer ...............................................................................................................  

7. 축도 | Benediction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말씀  Message

제목 : 에베소 부흥을 주옵소서              
성경본문 : 사도행전 19장 8-20절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
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
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적용  Application 

1. 에베소서에 자주 언급 되는 단어와 어휘; 풍성, 충만, 넘치게 하사, 지극히 크심, 더 넘치도록이 들어간 구절
들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하여 나누어 봅니다. 
(엡 1:7, 8, 18, 23 / 엡 2:4,7 / 엡 3:8, 16, 19, 20 / 엡 4:13 / 엡 5:18) 

2.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영향력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과 비교해 보며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참조 말씀; 행 17:6 / 행 24:5)  

3. 이번 주는 고난주간 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부흥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Activity들을 정하고 실천해보도록 합니다. (예: 금식, 사복음서 묵상, 말씀 나눔 등…)  
* 톡별로 정해서 함께 실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