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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 성경 읽기.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오후 1시—오후 2시. 

We have a meeting for the bible reading. Every Sunday—1:00-2:00 pm.  (행 

17:11).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3. 2016년 9월 11일(주일) - 추석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4. 2016년 10월 1일(토요일) - 이 목사는 서부 테네시 노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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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기도합니다. (시편 34:11; 신 6:7).  

6. 성도 동정 및 기도제목 : 김순덕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엘렌 강 박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비전트리센터를 위해.  일본과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 여행 중이신 분들

을 위해. 교회를 위해.  

7. 매월 첫번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전 11:23-26).  

8. 대표 기도:  이호진 목사 (9/18), 민종분 안수집사(9/25), 김성택 장로(10/2),  한욱희 

장로 (10/9).   헌금 위원:  정태연 안수집사(10월).  박은정 안수집사 (9월) 

 

 

[교회 사역] 
 

1. 오병이어 사역 (1) Loaves and Fishes. 모인 동전은 가난한 나라 아이들 점심과 장학금으

로 사용합니다. 12월말 3차 모금합니다. (2) 오늘의 양식과 말씀 책갈피를 나눠주는 사역.        

2. 선교사의 밥상(Missionary Table)  매월 3 번째 주에 선교사에게 필요한 음식을 보내는 사

역입니다  8월 현재까지(총액: $1,905.00)  

3. 후 원: 유창경 선교사 (일본), 박양래 선교사 (필리핀).  모아주신 Box Tops는 휴스턴 미

들스쿨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라 (잠 11:24)”  
 

예배 및 모임 안내  Schedule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성경 읽기 모임(Bible reading) AM 10:30; PM 1:00 

수요 모임 (Wednesda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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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행 5:17,18)” 

”The apostles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And all the be-
lievers used to me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Acts 5:17,18)” 

Sep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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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성부 성자 성령 (6)                    *Please Stand  

               To Father, Son, and Holy Ghost (6)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0           *다같이(Together)         

                       이사야  58장 (Isaiah 58)   

  

찬   양                  Sing together                    다같이 (Together) 

                      주님의 얼굴 보라 (53시)   

                    In These Dark Days (53P)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한욱희  장로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특별찬양                    A Special Song                    킴윅스 선교사 

 

 예물봉헌*               Love Offering                               사 회 자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헌금위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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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가 가득하여                       Rev. Ho-Jin Lee 

                사도행전 5:17-32 (Acts 5:17-32)   

 

 찬    양                 Praise Song                         다같이(Together)  

                          오직 믿음 (52P)                                              

                         Only Believe (52P)       

  

 기    도                   Prayer                            다같이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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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도  *    Benedition                                    Rev. Ho-Jin Lee 

 

 

 

 

 

SUNDAY W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