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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Tommy Kim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오버플로잉 교회 9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리신 후, 오후 4시에 교회 옆 마당에 
  모여 간단한 축하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녹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heOverflowingUSA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행정명령에 따른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3.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 Zelle(quick pay)를 사용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Account Number: 3777777768 Wells Fargo
             Name : The Overflowing church   /   E-mail : overflowingusa@gmail.com
    (2) 개인 은행 체크를 우편 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체크 PAY TO : The Overflowing Church
             보내실 주소: The Overflowing Church (교회 이름 기재 필수)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3) 온라인 헌금 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ocusa.com/give로 방문 하셔서 간단한 가입 절차 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4. 소그룹 모임은 각 톡 리더들의 인도에 따라 자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5. TOC Kids 영아부 예배가 매주 유투브 채널을 통해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6.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el : 714-337-3707 / 714-266-0268)

7. 교회 미디어 관련 SNS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SNS 홍보, 예배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홈페이지: www.tocusa.com // 유튜브 채널: TheOverflowingUSA)

교회소식  News

 * 십일조 : 김충만,진실 김한준 진재성,하영  황평화,찬성           

 * 주일감사 : 김충만,진실 장쥬리 지민웅                

 * 생일헌금: 김충만,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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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생일자  
김충만(13)  오버플로잉 교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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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Acts2o2o
                                              #데모시아&오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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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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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예배와 모임은

COVID-19 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창립 9주년 감사주일



김충만 목사

 다 함 께

TOC 예배팀

다 함 께 

김충만 목사

김충만 목사

김충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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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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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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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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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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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심기도 | Pr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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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한정자 목사 컬럼] 찔레꽃 그 여자

말씀  Message

제목 : 만남의 축복               
성경본문 : 사도행전 9장 10-19절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
니라
12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
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씀적용  Application 

* 이번 주는 창립 주일인 관계로 톡모임 내용은 없습니다.
 

 

  박순애 전도사, 그녀는 경상도 아주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콜 중독

자에 날마다 엄마를 때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견디다 못해 열살 순애를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순애는 

그 후 여기저기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밥을 얻어먹을까 하고 동네 교회에 갔는데 또래들이 더러운 

거지가 왔다고 그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달려와 순애를 꼭 안아 주며 “예수님은 

너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분의 품이 얼마나 따스했던지,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

던지...그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헌 옷을 얻어다 입히고 머리도 감겨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식모노릇, 농사일과 새끼꼬기 등 온갖 노동을 다하면서도 밤에는 교회에서 얻어온 성

경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을 읽고 쓰고 요약하면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때 쓴 노트가 3천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물 여덟 살에 서울에 올라와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글을 모르는 4학년 아이를 만나 그 아이에게 매일 

성경을 쓰게 하고 한글을 읽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4학년 아이들이 그녀에게 몰려와 과외공

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학습지도 책을 사서 공부하면서 정성스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

이 몰려 왔고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 그녀가 어엿한 학원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

을 공부하고 <찔레꽃 그 여자>라는 자서전도 썼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 온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합

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한 여인,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과 슬픔을 크신 은혜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외칩니다. “젊은 날에 고생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온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선교지를 위한 기도+   권상균,박경란 선교사 [츠치우라 그레이스 그리스도 교회] @ 일본 이바라키현

1. 모든 예배와 기도모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2. 문화교실 및 개인전도가 활성화되어 영혼구원의 물결이 넘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3. 현지인 지도자 양육사역 및 협력사역 신학교사역 말씀사역 치유사역이 성령충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도록
4.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5.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는 목회 현장이 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