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Today’s Sermon

[제48권 50호]
2018년 12월 16일

본문: 야고보서2:14-17/ James2:14-17
제목: 산 믿음, 죽은 믿음/ Living Faith, Dead Faith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노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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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대강절 셋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주일
3rd Sunday of Advent

2. 모임
오 늘 • 교인총회: 예배직후, 대예배실
• 전교인 페인트작업: 친교후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21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기도: 김명님 권사
주제: 재림과 최후 심판
다음주 • 성탄주일/ 세례식
• 세례문답: 오전10시, 당회실
• 성탄전야제: 오후2시, 대예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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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탄전야제: 다음주일(23일) 오후2시에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10분 이내로
준비해주시고, 장르와 제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 송/ 오랫동안 기다리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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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선경 장로

5. 2019년 친교, 헌화 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나 헌화($30)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Hymn/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Prayer/ Elder John Sun Kim

6. 2019년 달력: 새해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7. 2019년 교회요람: 주소, 전화번호, 사진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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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소식]
• 출타: 정정옥 성도(CA)

찬 양/ 목마른 사슴/ 성가대

Choral Anthem/ As the Deer/ Choir
Scripture/ James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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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산 믿음, 죽은 믿음”/ 서평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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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야고보서2:14-17

Sermon/ Living Faith, Dead Faith / Rev. Pyungwon Seo
3‧ONE 합심기도

* 찬 송/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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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축도

Benediction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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