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이나 출

석하신 분께서는 새교우팀의 안내를 받아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16년 교회 표어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로마서 15:13) — 소망의 하

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를 바랍니다. 

2. 주일예배 안내   다음 주일(12/4)에는 겟세마네교회(GBC)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교회

에서 하는 관계로 본당과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어 2부예배는 GBC Rm17 교실에서 드

리고, EM예배는 확정되는대로 GBC 아래층 교실이나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3. 주일학교 예배안내   매주 주일 2부예배의 첫부분은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헌금 봉헌기도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Kids' Zone 교실로 돌아갑니

다. 주일학교 설교는 한명우집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4. 수요저녁예배   은혜받은 말씀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 매주 수요일 저녁 8

시에 교육관에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5. 하반기 성경공부   현재 진행 중인 성경공부(새가족반, 기독교강요, 창세기통독)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6. EM/주일학교 기도요청   EM과 주일학교의 부흥 및 사역자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

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교회협의회   11월 정기교회협의회(제직회)가 오늘 2부예배 친교 후에 있습니다  
 안건: 2017년 예산안 심의, 안수집사 후보 공천  

8. 정기교인총회   12월 정기교인총회가 12/11 주일 2부예배 친교 후에 있습니다.  
 안건: 2017년 예산, 집사(안수, 서리) 선출  

9. 남선교회 모임   남선교회 모임이 12/3(토) 오후 5시에 송명희집사님댁에서 있습니다.  
 송명희집사님댁 주소: (교인주소록 참조) 

10. 심방요청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백혜영집사)  

11. 롯데/한아름 상품권 판매   여선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롯데/한아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문의: 우지영집사) 

12. 지난 주일 예배통계    11/20 주일예배 출석합계: 65명 (AM12, JS53) 

  헌금합계: $3,040.00 

메 릴 랜 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16년 11월 27일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 (로마서 15:13)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10-795-6270 (목사관)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Gethsemane Baptist Church) 

교육관: Hope Church Ed Annex, Bethany 40 Center, Unit 201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1~8) 

http://mdhopechurch.org/
http://goo.gl/numa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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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8:00am / 2부: 1:30 pm  2016년 11월 27일 

주일예배순서 

  인도: 이웅기목사 

광고 ....................................................................................................... 인도자 

경배와 찬양 ............................................................................................. 다같이 

묵도 ....................................................................................................... 다같이 

교독문 .....................................68번(이사야40장(1))...................................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 1부:이웅기목사/2부:천종호집사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통일23장)......................... 다같이 

헌금봉헌 ................................................................................................. 다같이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9:1~15.............1부:교독/2부:박정선집사 

말씀선포 ..................................감사를 낳는 헌신................................ 이웅기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새신자 및 방문자 환영 ............................................................................... 인도자 

헌신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통일512장)................. 다같이 

축도 ................................................................................................. 이웅기목사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주 설교(이사야 12:1~6)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열매들, 영생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의 행하심을 우리 중에 선포하며, 그 분의 높으심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

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온 땅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의에 대해 감사하여야 하며, 그 분이 

베푸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매일 감사하여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크시다!”라고 기쁨으로 외치며 감사드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2/4 

예배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및 안내위원 

장년1부예배 유재구장로 교독  

장년2부예배 박성균장로 백헤영집사 이돈하집사 

주일예배 및 주중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장년1부예배 주일 8:00am 교육관 주일새가족반 주일 12:30pm GBC Rm15 

장년2부예배 주일 1:30pm GBC 본당 기독교 강요 주일 12:30pm GBC Rm12 

영어예배(EM) 주일 1:30pm GBC 친교실 창세기 통독 주일 12:30pm GBC Rm17 

주일학교예배 주일 1:30pm Kids Zone교실 수요새가족반 (수) 7:20pm 교육관 

수요예배 (수) 8:00pm 교육관 주중새벽기도 (월-금) 6:00am 교육관 

토요새벽예배 (토) 6:00am 교육관 금요찬양기도 (월말금) 8:00pm 교육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