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성경: 에스겔37:7-10
제목: 대언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 때, 한 달에 한 번씩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왕복 6시간을 투자해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본 이후에
한국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민자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시간이
었던 것을 기억합니다.그런데 이곳 탬파에 롯데마트, 올랜도에는 H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롯데플라자는 뉴 탬파에 55,000 sqft의 스윗베이(Sweetbay) 슈퍼
마켓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BBD Blvd의 홈 디포 옆, AMC 영화관 맞은
편에 위치합니다. 주소는 17605 Bruce B Downs Blvd, Tampa, FL 33647
입니다. 입점 예정일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올랜도에 들어 올 H마트는 18만 sqft의 예전 타겟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주소는 7501 W. Colonial Dr. Orlando, FL 32818입니다. 900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됩니다. 올랜도 H마트는 2022년
오픈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목회칼럼에 뜬금없이 탬파에 입점할 롯데마트, 올랜도에 들어올 H마트를
언급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통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한인식당과
베이커리, 안경점,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매장도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사할 집을 찾을때 . 대형마트의 존재는 매우 매력적입
니다. 한인마트들의 입점으로 탬파와 올랜도에 더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또한 교회로 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할 위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서 전도하며, 영혼
을 구원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서 할 것이니” (엡 6:19)
박주영 드림

행사일정

5.02(주일)

어린이 주일

5.09 (주일)

Mother’s Day

5.16 (주일)

5월 정기 당회 (5월22일 토요일 오전7시)

5.23 (주일)

성령강림절

5.30 (주일)

4.25(일)

4.26(월)

4.27 (화) 4.28(수)

4.29(목)

수
7-9

수
10-12

수
13-15

수
16-19

수
20-22

4.30(금) 5.01(토)
수
23-24

삿
1-3

십일조 헌금 : $ 2,256.00
김선중 김원순 김정화 김혜남 박주영 윤현희 이경노 이경희 이애경
이옥주 장영애 장종순 전인애 정연화 최기환 무명
감사 헌금 : $ 510.00
김용래 김춘덕 박경순 이애경 이웅일 이선애 장영애 장종순

주일 헌금 : $ 565.00
김현남 박경순 박주영 이명숙 이복자 이승재 이선화 이웅일 이선애
이원호 최민호 황기자 Anne Park 무명
계절 헌금 : $

선교 헌금 : $ 20.00
무명

청소년부 : $ 45.00

주일학교 : $

건축 헌금: $

총헌금합계 :
$3,39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