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순서

제1741호 2018년 8월 5일

1부:7시/2부:9시/3부:11시

인도-1,2,3부:정진부목사

▲기 원

Invocation

예수 우리 왕이여
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개회찬송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23번 시편 98편

Repentance
Hymn

R.Reading

▲신앙고백
Confession

기도
Prayer

찬송
Hymn

봉헌
Offering

▲봉헌기도
Prayer

환영/교회소식

Welcome

성경봉독

Scripture

찬양
Choir

설교
Sermon

▲폐회찬송
Hymn

▲축 도

Benediction

1부: 김대환 집사/ 2부: 한성호 장로/ 3부: 용성순 장로
469장(새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2부: Youth오케스트라, 3부: 여성중창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새교우

야고보서 3:13~18

James 3:13~18

1부: 온 세상 위하여 / 4에스더선교회
2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 시온성가대
3부: 목자의 노래 / 할렐루야성가대

천상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들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270장(새508)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임철성 목사 Rev. Chul Sung Lim
▲표는 일어섭니다(Congregation shall rise)

이번주: 김희대

다음주: 양정희

이번주: 4에스더선교회

다음주: 1엠마오선교회

1부: 심효신

2부: 김형곤

3부: 함덕준

1부: 심효신 서정일
2부: 우명혜 이수재 오근자 유미화
3부: 이정석 이주은 전분래 신성현 신경연

친교봉사

인도자

마태복음 1:18~25

설교

같이 걸을까?

축도

정진부 목사

Sermon

친

금

나사렛 청년대학부원

Prayer

Scripture

다음주: 홍병옥

헌

대표기도

성경봉독

이번주: 이성혜 채규중

다음주기도

다같이 [코람데오팀]

봉헌 및 광고

강 단 꽃
1 부 찬 양

경배찬양

사도신경

이번주: 10구역 박우영, 12일: 11구역 이문기, 19일: 12구역 이병기

8월 5일(일): 축복의 만찬 The Ring Ceremony
5일(일)~8일(수): EM College Retreat
6일(월)~7일(화): 교역자 수련회
6일(월)~8일(수): 한어중고등부 수련회
10일(금): 여름사역 보고의 밤
11일(토)~18일(토): 성인단기선교
12일(일): EM & Youth 연합예배/선교회 월례회/정기당회
17일(금): 엠마오선교회 헌신예배
22일(수): 구역지도자 모임
24일(금): 위원장 월례회
25일(토): 구역예배
26일(일): 교역자 월례회

인도 정진부 목사

Welcome

Offering & Announcement

8월 예배 및 봉사위원
교

환영 및 개회

Praise & Worship

▲참회기도

8월 교회행사

나사렛청년예배

Benediction

		

정진부 목사

1. 선교회 성경공부

English Service
Praise

9:00 / 11:00 AM

All Together

Scripture
Sermon
Offering & Prayer

오늘 오후 12:40, 각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월례회로 모입니다.

2. 축복의 만찬 The Ring Ceremony
오늘 오후 2:00,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들, 졸업생들,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Rev. John Kim

All Together

8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찬양

[예찬팀] 인도 정진부 목사

성경봉독

Psalm 57:1-3
The Faithfulness of God

합심기도
축도

5. 한어중고등부 여름수련회: 6일(월)~8일(수) Inspiration Retreat Center(WI)
[Drop-off Time: (월) 9:00 am, Pick-up Time: (수) 5:00 pm]

6. 전교인 심방: 이번 주는 10구역입니다.

Rev. Yun Choi

다같이
임철성 목사

7. 여름사역 보고의 밤
10일(금) 오후 8:00, 교육위원회 주최로 있습니다.

8. 성인단기선교
11일(토) 코스타리카 단기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55분]

[선교팀원: 김승식, 이성준, 장하명, 정경숙, 김영희, 김정자, 이영신, 김성길, 김혜정, 함혜순, 		

6(월)

7(화)

8(수)

9(목)

10(금)

11(토)

이신형목사

김형곤장로

서요셉목사

이찬우목사

정진부목사

임철성목사

왕하 10:1-17

왕하 10:18-36

왕하 11:1-21

왕하 12:1-21

왕하 13:1-13

왕하 13:14-25

몸이 아픈 자녀들
(작은 별)가정/
흩어져 있는 자녀/
가족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 주일예배/주일
교회/미국교회를 학교, EM예배를
위하여
위하여

주파송선교사와
교회가 세계를 품은
환우들과
그리스도의 제자 출타한 성도들을 협력선교사/각
공동체 되도록/교회
선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사역자들 위하여

3. EM College Retreat: 5일(일)~8일(수) Iron Wood(MI)에서 있습니다.
4. 교역자 수련회: 6일(월)~7일(화) 까지 있습니다.

여름사역 보고의 밤
설교

교 회 소 식

중보기도
1.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1)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도록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되도록
3) 금주의 행사: EM College Retreat(일-목) 교역자수련회(월-화) 한어부수련회(월-수) 여름사역보고의밤(금)
2. 교우를 위하여
1) 환우: 안주영 김성희 정정주 이현영 김원신 주연화 이동현 류순희 김영자 이은영 전명희 이성희 손성애
이수복 이호민 김상희 최영애 이가은 김복란 안종곡
2) 파견: 마크장(인도)
3. 한국과 미국, 선교사님을 위하여
1)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화합
2) 북한의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3) 선교사 및 선교단체: 서문안선교사(C국), 아시안암환우회

용정애, 박숙희, 김경인, 홍정원, 신인순, 전에스더, 이경애, 임철성 /선교일정: 11일`~18일]

9. 감사: 2018 헤브론 섬머아카데미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노동절 소풍 상품 도네이션
다음 주일(12일)부터 친교실 앞에서 노동절 소풍 상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문의: 이헌영 집사]

새가족환영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본당 로비 안내석에 있는
등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지난주: 총헌금 39,356.00
십일조(106)
주일/일반(146)
감사(27)
선교/구제(171)
교육부/EM
J-GEN
기타

22,627.00
4,301.00
1,215.00
765/4,973
1,117/1,428
2,850
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