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29호]
2018년 7월 22일

본문: 이사야30:18/ Isaiah30:18
제목: 기다림의 복/ Blessings for All Who Wait for Him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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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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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강림후 아홉째주일

9th Sunday after Pentecost

2. 모임
오 늘 • 바울회 주관 한국학교후원 골프대회: 오후1시40분, Fox Run Golf Club
(333 Plum Grove Rd., Elk Grove Village) ※ 문의/신청: 민계익 집사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주 중 • 기독교심리치유특강 [건강한 삶의 회복] : 27일(금) 오후7시50분, 대예배실
※ 주제: 각종 상처에서의 회복, 강사: 채규만 박사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열번째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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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outh Retreat: 7월30일(월)부터 8월2일(목)까지 J-Gen에 참가합니다.
※ 장소: Taylor University (236 W. Reade Ave., Upland, IN 46989)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4. 2018 V.B.S (여름성경학교): 8월6일(월)부터 9일(목)까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참가비: $30) ※문의: 한진경 전도사
※ 점심/간식 봉사 또는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신청: 강유진 집사)

* 교독문/ 44번 (시편100편)

Responsive Reading / 44(Psalms100)

찬 송/ 주여 복을 구하오니 (54)

5. 전교인 수련회: 9월1일(토)부터 3일(월)까지 Wisconsin, Conference Point Center
에서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구역장님들은 참가인원을
다음주일(29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ymn/ Lord, Dismiss us With Thy Blessing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Prayer/ Elder Il Kwon Ohk

6.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19년 2월17일부터 26일까지(9박10일)의 성지순례 신청
을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신청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다음주일(29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7. 2019년 교회 달력: 안내석에 마련된 카달로그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달력번호를 3개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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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가대

[교우소식]
• 휴가: 담임목사님께서 내일(23일)부터 8월2일(목)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Choral Anthem/ At the city of New Jerusalem/ Choir

* 성경봉독/ 이사야30:18
Scripture/ Isaiah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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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기다림의 복”/ 서평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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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mon/ Blessings for All Who Wait for Him / Rev. Pyungwon Seo

* 찬 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

Hymn/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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