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암송말씀 Bible Verse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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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C&MA 교단 헌법시리즈 4
[제1장 신앙 고백]
1장 7조.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인적으로 성결케
되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섬김을 위한 능력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은
회심한 이후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하고도 점진적인 체험이다. (살전5:23,
행1:8, 롬6:1-14)
1장 8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마8:16-17, 약5:13-16)

골1:6

[ARTICLE I STATEMENT OF FAITH]
Section 1.7. It is the will of God that each believer sh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 sanctified wholly, being separated from sin and the world
and fully dedicated to the will of God, thereby receiving power for holy living
and effective service. This is both a crisis and a progressive experience
wrought in the life of the believer subsequent to conversion. (1Th5:23, Act1:8,
Rom6:1–14)
Section 1.8. Provision is made in the redemptive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for the healing of the mortal body. Prayer for the sick and anointing with oil
are taught in the Scriptures and are privileges for the Church in this present
age. (Mat8:16–17, Jam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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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주현절 다섯째주일이며 연합성찬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현절 다섯째주일/ 연합성찬주일
5th Sunday after the Epiphan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모임
오 늘 • 새가족팀 모임: 오후1시, 교육관 101호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8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예루살렘(1) ”
• 성지순례팀 모임: 8일(금) 오후9시10분, 대예배실
• 드림한국학교: 9일(토) 오전9시30분
다음주 • 주현절 여섯째주일/ 선교주일 (선교헌금)
• 남녀선교회모임: 친교시,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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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Elder Il Kwon Ohk

평화의 인사

3. 3‧ONE 합심기도: 2월 기도 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합심기도카드는 오늘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2월 암송말씀(딤후3:16,17)

4. 2019년 친교, 헌화 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나 헌화($30)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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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Zion House of Prayer 주일예배: 오늘부터 교육관 어린이부 예배실에서 오후3시부터
6시까지 모입니다.

찬 양/ 전능하신 하나님 / 성가대

6. 성지순례(이스라엘, 요르단): 2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9박10일) 있습니다.

Passing of the Peace
Announcement

Choral Anthem/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 Choir

[교우소식]
• 출타: 김희선 집사(한국), 민병관 장로/민효연 권사(FL)

* 성경봉독/ 출애굽기24:1-11

Scripture Reading/ Exodus24:1-11

말 씀/ “언약의 피”/ 서평원 목사

Sermon/ The Blood of the Covenant /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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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

3‧ONE 합심기도

Communion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각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 드림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 찬 송/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28)

Hymn/ O my Lord, I See Thee Face to Face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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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친교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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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화

문한기 민병찬

문한기

안내 민병화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9구역
차량 이주영

장년: 74명

어린이부: 9명

Youth∙EM: 6명

합계: 8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