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28호]
2018년 7월 15일

본문: 이사야6:1-8/ Isaiah6:1-8
제목: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
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
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
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
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
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말씀노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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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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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강림후 여덟째주일

8th Sunday after Pentecost

2. 모임
오 늘 • 새가족 환영회: 오후1시-2시30분
1부: 담임목사님과의 만남 (오후1시, 교육관1층 교육실)
2부: 교우들과의 만남 (오후1시40분, 친교실)
※ 참석대상: 새등록교우, 남녀선교회장, 각구역장
• 교역자 모임: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특별금요집회 [건강한 삶의 회복] : 20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 주제: 각종 중독에서의 회복, 강사: 채규만 박사, 기도: 민효연 권사
• 임시당회: 20일(금) 금요집회 후, 당회실
다음주 • 성령강림후 아홉째주일
• 바울회 주관 한국학교후원 골프대회: 친교 후 ※ 문의/신청: 민계익 집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교독문/ 43번 (시편99편)

Responsive Reading / 43(Psalms99)

찬 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

3. 2018 V.B.S (여름성경학교): 8월6일(월)부터 9일(목)까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참가비: $30) ※문의: 한진경 전도사

대표기도/ 김선경 장로

4. 전교인 수련회: 9월1일(토)부터 3일(월)까지 Wisconsin, Conference Point Center
에서 있습니다.

교회소식

5.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19년 2월17일부터 26일까지(9박10일)의 성지순례 신청
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신청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7월2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Hymn/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Prayer/ Elder John Sun Kim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교우소식]
• 결혼: 최기준/ 최은기 집사님의 차녀 상은(Diane)의 결혼식이 어제(14일) 있었습니다.
• 휴가: 담임목사님께서 7월23일(월)부터 8월2일(목)까지 휴가를 가지십니다.
• 출타: 오영자 권사(LA), 이애니 집사, 정정옥 집사(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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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나/ 성가대

Choral Anthem/ Myself/ Choir

* 성경봉독/ 이사야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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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Isaiah6:1-8

중보기도 Prayer Request

말 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서평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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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mon/ Here am I/ Rev. Pyungwon Seo

* 찬 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23)

Hymn/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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