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40호]
2018년 10월 7일

본문: 마태복음22:15-22/ Matthew22:15-22
제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To God What is God’s
15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laid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16 They sent their disciples to him along with the
Herodians. “Teacher,” they said, “we know that you are a man of
integrity and tha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You aren’t swayed by others,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17 Tell us then, what is your opinion?
Is it right to pay the imperial tax to Caesar or not?”
18 But Jesus, knowing their evil intent, said, “You hypocrites,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19 Show me the coin used for paying
the tax.” They brought him a denarius, 20 and he asked them,
“Whose image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21 “Caesar’s,” they replied.
Then he said to them, “So give back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22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amaze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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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성령강림후 스무번째주일/ 성찬주일 연합예배

1.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스무번째주일이며 성찬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모임
오 늘 • 신약성경 통독세미나: 오후1시, 대예배실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12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기도: 고혜자 권사 ※주제: 성령충만
다음주 • 성령강림후 스물한번째주일/ 선교주일
• 바울회 성경공부: 오전9시, 회의실(108호)
• 효도관광 (베드로회 주관): 친교 후, Botanic Garden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3. 2018 구약성경통독(Part3): 구약통독(Part3)에 30명이 참여하셔서 교단을 통해 서부
몽골리아 선교를 위해 $150 (30명X$5)를 기부합니다.

평화의 인사

4. 2018 신약성경통독: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서 게시판의 주별 점검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는 아프리카 기니 어린이 선교를 위해 도네이션합니다.
※ 매일 단체 카톡방으로 음원파일을 보내드립니다.

Prayer/ Elder Il Kwon Ohk
Passing of the Peace

교회소식

5. 성경지참 캠페인: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성경찬송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Announcement

6. 3‧ONE 합심기도(하루 한번 한시): 많은 교우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헌 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1,3절
Offering/ All to Jesus (1,3)

7. 요한선교단주관 성경암송대회: 20일(토)에 글렌뷰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찬 양/ 신랑 예수 오실 때/ 성가대

8.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21일(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민계익 집사

Choral Anthem/ When the Bridegroom Jesus Comes/ Choir

9. 구역별 성경퀴즈대회: 11월4일(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 다음주일에 예상문제를 나눠드립니다. (퀴즈: 4복음서/ 암송: 마5:3-10)

* 성경봉독/ 마태복음22:15-22

Scripture Reading/ Matthew22:15-22

말 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서평원 목사

10. 재능기부: 부엌공사 (Wall, Sink, Oven, Floor, Cabinet etc.)에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선경 장로

성찬식

[교우소식]
• 출타: 김청일 목사/ 김영희 사모(한국), 이한진 집사/ 이혜윤 집사(CA), 정정옥 집사

Sermon/ To God What is God’s / Rev. Pyungwon Seo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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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나의 생명 드리니 (213)

3‧ONE 합심기도

Hymn/ Take My Life, and Let It Be

•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 드림한국학교를 위해

*축도

∙교우들을 위해 (가정, 사업, 건강, 자녀)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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