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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2)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들 안에 거하
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요14:15-18;6:13, 행1:8, 요16:7-11)
신구약 성경은 원전에 기록된 대로 무오하며 하나님의 축자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성경은 신적

골1:6

권위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유일한 규범이다.(벧후
1:20-21, 딤후 3:15-16)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불순종으로 타락함으로 육
적, 영적 사망을 가져왔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하나
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의식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복락 속에서 영존한다. (창 1:27,
롬 3:23, 고전 15:20-23, 계 2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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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11월 암송말씀(로마서12:1)

성령강림후 스물세번째주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2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인도 김석태 장로
Presider/ Elder Seok Tae Kim

예배로의 부름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스물세번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 감사: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청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 모임

Call to Worship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 금요집회: 22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드림한국학교: 23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 신앙고백

다음주 • 추수감사주일

Apostles’ Creed

5. 추수감사예배: 다음주일(24일)은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감사열매와

찬 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15)-2절 (남), 3절 (여)

감사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Hymn/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생각하시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이주영 장로

※ 감사나무: 테이블에 마련된 감사열매 용지에 이름과 감사내용을 적으셔서

Prayer/ Elder Joo Young Lee

감사나무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교우소식]

Announcement

• 기도요청: 수술 후 회복중인 김해성 권사님과 민명숙 권사님, 그리고 다리골절 치료중인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 1,3절

김세라 양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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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타: 김화옥 집사(여행), 민병관 장로/민효연 권사(FL), 안성순 집사/안정자 권사(여행)

찬 양/ 어찌 날 위함 이온지/ 성가대

최안연 집사(한국)

Choral Anthem/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Choir

* 성경봉독/ 요한복음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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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John3:16-18

말 씀/ “예수, 그를 믿으면”/ 김청일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Jesus, If you have faith in Him / Rev. Pete C. Kim

• 한국과 미국의 평안을 위해

•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찬 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

Hymn/ I will sing of my redeemer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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