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26호]
2018년 7월 1일

본문: 열왕기하7:1, 9-10/ 2Kings7:1, 9-10
제목: 아름다운 소식/ The Good News
1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
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
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
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말씀노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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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

6th Sunday after Pentecost

2. 새가족 등록: 방태호 교우 (5구역, 바울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3. 다음주일 예배시간조정: 다음주일(8일)에는 야외친교와 공동체 시간 일정으로 인해
오전10시에 예배드립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4. 모임
오 늘 • 남녀선교회장 모임: 오후1시, 교육관 1층 교육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6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기도: 박해옥 권사
※ 주제: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주 • 성령강림후 일곱째주일/ 선교주일
• 야외 친교 및 공동체 시간: 예배직후, 교회 앞 공원
• 구약통독(Part3)세미나: 친교후, 대예배실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교독문/ 42번 (시편98편)

Responsive Reading / 42(Psalms98)

5. 요한선교단주관 신약성경통독: 7월4일(수) 오전8시부터 여수룬교회(2107 E. Rand
Rd. Arlington Heights)에서 있습니다.

찬 송/ 지난 이레 동안에 (44)

Hymn/ Safely Through Another Week

6.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7월15일(주일) 오후1시부터 2시30분까지 있습니다.

대표기도/ 김선경 장로

7. 2018 V.B.S (여름성경학교): 8월6일(월)부터 9일(목)까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참가비: $30) ※문의: 한진경 전도사

Prayer/ Elder John Sun Kim

단기선교 보고영상

8.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19년 2월17일부터 26일까지(9박10일)의 성지순례 신청
을 받습니다. 참가비는 $2,500 이며 참여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은 7월29일(주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신청: 서평원 목사)

Mission Trip Video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우소식]
• 휴무: 김석태 장로님이 1년간(2018.7-2019.6) 시무장로를 휴무 하십니다.
• 득손자: 지난 21일 김청일 목사님/김영희 사모님께서 손자, 노아(Noah Kim)를
얻으셨습니다.
• 출타: 오영자 권사(LA), 정정옥 집사(CA)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1,3)

찬 양/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가대

Choral Anthem/ Those Who Hope in the Lord/ Choir

* 성경봉독/ 열왕기하7:1, 9-10

※ Check로 헌금하실 경우 Alliance Holiness Church 혹은 A.H.C 로 써주세요.

Scripture/ 2Kings7:7-1, 9-10

중보기도 Prayer Request

말 씀/ “아름다운 소식”/ 서평원 목사

•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교우들을 위해 (가정, 사업, 건강, 자녀)

Sermon/ The Good News / Rev. Pyungwon Seo

* 찬 송/ 이 기쁜 소식을 (185)

Hymn/ Oh, Spread the Tidings ’round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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