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가 있습니다.   

2. 2016년 성경 읽기.  시즌 2: 주일 아침 10시. 영어/한글 성경 읽기.   ( 12월 첫번째) 

3. 수요성경 공부 모임. 교재는 “스토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입니다. 총 5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2016년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점심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2016년 11월 24일(목요일). 추수감사절이지요. 이 목사 집에 모여 함께 식

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오세요. 집주소는 2442 Netherhall Cv. German-

town, TN, 38139.   

5. 예배 시간 —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켜 주세요 .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예배가 되기

를 기도합니다. (시편 34:11; 신 6:7). 2016년 12월 부터는 오전 10시 45분에 시작.  

6. 성도 동정 :  LA 방문: 민종분 집사  (11월). 

7. 크리스마스 박스(Christmas Box)—선교사님들(일본과 나바호 선교사)에게 크리스마

스 박스를 보내고자 합니다. 11월 4번째 주일까지.  

8. 대표 기도:  이호진 목사 (12/4), 김성택 장로(12/11),  한욱희 장로 (11/20). 민종분 안

수집사(11/27).  

9. 헌금 위원:  정태연 안수집사(12월).  박은정 안수집사 (11월) 

10. 매월 1번째 주—성찬식,  매월 2번째 주—말씀 나눔, 간증과 찬양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1. 오병이어 사역 - Loaves and Fishes. 모인 동전은 가난한 나라 아이들 점심과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8월말 (총액: $          ). 12월말 3차 모금.  2. 선교사의 밥상(Missionary Table)  

매월 3 번째 주, 선교사에게 필요한 음식을 보내는 사역입니다  10월 현재까지 (총액: 

$2,325.00)  3. 후 원: 유창경 선교사 (일본), 박양래 선교사 (필리핀).  모아주신 Box Tops는 

휴스턴 미들스쿨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Schedule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성경 읽기 모임(Bible reading) AM 10:45;   AM 10:00 

수요 성경 모임 (Wednesday Bible Study) PM 7:30 — PM 8:30.  

금요 기도 모임 (Friday Prayer Meeting). AM 10:00– PM 12:00 

한글학교 (Korean Language School), 주일  PM 2:30 — PM 5:30   

오늘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 16:15)” 

Nov. 20, 2016 



 주 일 예 배 순 서 

 광    고      Welcome and Announcement                       사 회 자  

 찬   양                Sing together                      다같이 (Together) 

 

 묵   도                Silence Prayer                     다같이(Together) 

 

 예배로의 초대        Call to worship                                사 회 자    

 찬  양*                Praise  Song                       *다같이 (Together) 

                     만복의 근원 하나님 (1)                     *Please Stand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1)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5           *다같이(Together)         

                     감사절 (2) (Thanksgiving Day2)   

  

 찬   양                  Sing together                    다같이 (Together) 

                        아 하나님의 은혜로 (4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410)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한욱희 장로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Together) 

 특별찬양                 A Special Song                       킴윅스 선교사 

 나눔의 시간               Sharing Time                    다같이(Together)  

                            (하나님의 은혜) 

  

 예물봉헌*                 Love Offering                             사 회 자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헌금위원                                                        정태연 안수집사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Please put your gift in the offering box.  

 어린이시간            Children’s Time                    Ms. Kim Wickes 

  말씀봉독              Scripture Reading                            사 회 자  

  설   교                     Sermon                                이호진 목사  

                             주신 복을 따라                   Rev. Ho-Jin Lee 

            신명기 16장 1-17절 (Deuteronomy 16:1-17)    

 

 찬    양                 Praise Song                         다같이(Together)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404)   

  

 기    도                   Prayer                            다같이 (Together) 

 찬   양 *     Lords Prayer(H183) 주기도문 (H183)     다같이 (Together) 

 축   도  *    Benedition                                    Rev. Ho-Jin Lee 

 

 

 

 

 

SUNDAY W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