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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2019년 12월 8일

제목: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본문: 마태복음(Matthew)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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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
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
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
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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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12월 암송말씀(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강절 둘째주일/ 선교주일
2nd Sunday of Adven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대강절 둘째주일이며 선교주일(선교헌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 신임 선교회장단 모임(연합선교회장 선출): 친교시, 친교실
• 제직회: 오후1시, 대예배실
• 새가족팀 모임: 제직회 직후, 한국학교사무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13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
• 드림한국학교: 14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다음주 • 대강절 셋째주일
• 교인총회: 오후1시, 대예배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84)-2절 (남), 3절 (여)
Hymn/ The Lord of Glory, the Light of Earth

4. 박시몬 목사님 연락처와 임시주소: 1575 Texas St. Elk Grove Village, IL 60007
773-979-1343/ 박영신 사모: 847-338-6614

대표기도/ 민병길 장로

5. 선교회총회 보고서: 오늘(8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Elder Byung Kil Min

6. 사역선호도 조사: 사역선호도 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7. 성탄감사예배: 22일(주일)은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 1,3절

8. 2020년 친교, 헌화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 헌화($30)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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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새해 교회 달력: : 2020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 양/ 영광의 주께 감사하리라/ 성가대

Choral Anthem/ Great is the Glory of God/ Choir

10. 성탄절 포인세티아 헌화: 성탄절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당$20)

* 성경봉독/ 마태복음3:1-12

[교우소식]
• 퇴원: 권진옥 권사님께서 퇴원 후 Fairmont 요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 출타: 민병화 장로/ 민인순 권사(WA), 박해옥 권사(여행)

Scripture/ Matthew3:1-12

말 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박시몬 목사

Sermon/ Welcoming the Lord to come / Rev. Shimon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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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

Hymn/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3‧ONE 합심기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
•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 박시몬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나갈 교회의 부흥을 위해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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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NE 합심기도: (11월) 고혜자 김순이 김청일 김희옥 이영자
장년: 70명
어린이부: 7명
Youth∙EM: 8명

합계: 8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