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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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주일 2부예배의 첫부분은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봉헌 순서 뒤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각 교실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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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교육관에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침례식   Labor Day 연휴 동안에 있을 전교인 가족수양회에서 침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EM/주일학교 사역자 청빙   EM과 주일학교의 부흥 및 사역자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전교인 가족수양회   노동절(Labor Day) 연휴 동안 2박3일 일정으로 제1회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합니다. 9/4 주일예배는 수양회 장소(겟세마네교회에서 51분 거리)에서 오전 

9:30에 드립니다. 숙박을 못하시는 분들은 9/4 주일 하루만이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등록은 호텔룸 예약 관계로 오늘까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은미집사, 강신오집사) 

 수양회 기간: 9/3(토) 오후 7:30-9/5(월) 오전 11:00 

 수양회 주제: 하나됨(잠정)   수양회 강사: 김순일목사(BCM/D) 

 수양회 장소: Clarion Hotel & Conference Center, 901 Dual Hwy., Hagerstown, MD  

 피크닉: Cowans Gap State Park, 6235 Aughwick Road, Fort Loudon, PA 17224 

 주일 저녁식사: Supreme Buffet, 545 Dual Hwy., Hagerstown, MD 21740 

 회비: (2박3일/주일 저녁식사 포함) 한 가정당 $160, 1인당 $80, 애완용 동물 $20 추가 

  * 70세 이상의 어르신, 새가족, 청년, 게스트는 전액 할인입니다. 

 개인 준비물: 성경책, 필기도구, 선블락, 방충제, (수영하실 분은)수영복, 타올, (낚시하실 

분은)낚시도구 - 16세 이상은 펜실베니아 주 낚시면허증($26.90)이 필요합니다. 

(http://fishandboat.com/fishpub/summary/licenses.html) 

7. 스시 요리교실   전도부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스시요리교실 2차학습이 진행 중입니다. 

(문의: 이돈하집사 donhalee100@gmail.com) 

 요리학습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오후12:30 장소: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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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우지영집사) 

9. 지난 주일 예배통계   8/14 주일예배 출석합계: 41명(PM31, CM2, EM8)  

 헌금합계: $2,308.00 

메 릴 랜 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1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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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케스트:  http://mdhopechurch.podbean.com 

http://mdhopechurch.org/
http://mdhopechurch.podbean.com/


            설교노트 

 

 

 

 

 

 

 

 

 

 

 

  

1부: 8:00am / 2부: 1:30 pm  2016년 8월 21일 

      주일예배순서 

  인도: 이웅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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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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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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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 .......................................57번(시편130편)......................................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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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 1부:강상묵집사/2부:이광천집사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통일27장)..........................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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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골로새서 2:16~23...............1부:교독/ 2부:소경숙집사 

말씀선포 .................................머리를 붙듭시다................................. 이웅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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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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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통일351장)...................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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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영어예배(EM) 오후 1시30분 GBC 친교실 

  장년 1부예배 오전 8시  교육관 

  장년 2부예배 오후 1시30분 GBC 본당 

  주일학교예배 오후 1시30분 GBC 본당/Kids Zone교실 

  새가족반 오후 12시30분 GBC 교실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교육관 

  토요새벽예배 오전 6시 교육관 

8/28 

예배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및 안내위원 

1부 이웅기목사 교독 이성래집사 

2부 천종호집사 우지영집사 이돈하집사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주 설교(다니엘 6:10) 

외적 환경이 변하면 기도도 변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그 누구도 다니엘의 기도

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

님”이라는 자신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

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에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