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48호]
2018년 12월 2일

본문: 갈라디아서6:7-10/ Galatians6:7-10
제목: 그대로 거두리라/ You will harvest what you plant
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8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from the flesh will reap
destruction;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will reap eternal life.
9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10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말씀노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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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대강절 첫째주일이며 연합성찬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첫째주일/ 성찬주일연합예배
1st Sunday of Adven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새가족 등록: 서대수/ 서미선 교우(5구역, 디모데회/ 마리아회)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 성경통독반 주관 전교인신약성경통독: 오후1시-2시30분, 대예배실 (마태복음)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7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기도: 민효연 권사
주제: 교회, 은사공동체
다음주 • 대강절 둘째주일/ 선교주일
• 디모데회 성경공부: 오전9시, 회의실(108호)
• 제직회: 예배직후, 대예배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Prayer/ Elder Il Kwon Ohk

평화의 인사

4. 연말회계감사: 각 부서 및 선교회는 김선경 장로님(감사)께 다음주일(9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5. 성탄절 포인세티아 헌화: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당 $20)

Passing of the Peace
Announcement

6. 3‧ONE 합심기도: 12월 기도 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합심기도카드는 오늘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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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엌공사sign-up: 작업보조로 봉사하실 분과 점심 대접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

찬 양/ 예수 귀하신 이름/ 성가대

Choral Anthem/ Jesus, Name Above All Names/ Choir

8. 성탄전야제: 12월 23일(주일) 오후1시30분에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10분 이내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봉독/ 갈라디아서6:7-10

[교우소식]
• 출타: 김화옥 집사(FL), 정정옥 성도(CA)

Scripture Reading/ Galatians6:7-10

말 씀/ “그대로 거두리라”/ 서평원 목사

[연말일정]
∙12/16(주일)-교인총회 ∙12/23(주일)-성탄주일(세례식), 성탄전야제
∙12/30(주일)-송년주일 ∙12/31(월)-윷놀이, 송구영신예배

Sermon/ You will harvest what you plant / Rev. Pyungwon Seo

성찬식

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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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새벽부터 우리 (496)

3‧ONE 합심기도

Hymn/ Sowing in the Morning

•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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