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성경암송 구절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 예배 및 모임안내 

◈교회/교육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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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소망교회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주일예배및  

성경공부  

영어예배(EM) 오후 12시30분 G B C 친교실 

장년 1부예배 오전 8시  교육관 

장년 2부예배 오후 1시30분 G B C 본당 

주일학교예배 오후 1시30분 K id s  Zone 

새가족반 오후 12시30분 G B C  회의실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교육관 

토요새벽예배  오전 6시 교육관 

중보기도모임  화요일 오후12시 교육관 

   교회: 14135 Burnt 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Gethsemane Baptist Church) 

   교육관: 3302 Coventry Court Drive Ellicott City, MD 21042 

     ☎ Tel: 410-465-3420 (목사관) 

메 릴 랜 드메 릴 랜 드  

소망교회소망교회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샬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

늘 처음 방문이나 출석하신 분께서는 새교우팀의 안내를 받아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5일/성탄절 



   *표는 일어서 주세요                                                                                              

                                                             인도: 이웅기목사 Pastor Lee             

 광고Announcements………………………………………………………………………………    인도자              

 경배와 찬양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묵도………………………………………………………………………………………다같이 All Together 

 대표기도 Prayer…………………………………………………………………………………우승균집사 

 찬송Hymn……………………………… 만유의 주재 ………………………다같이 All Together 

                                         32장(통일48장) 

*헌금봉헌 Offertory…………………………………………………………… 다같이 All Together 

 특별순서 Special ……………………………………… 주일학교 찬양 / EM 피아노 4중주

성경봉독……………………………………누가복음 2;25-40 …………………………이정숙집사                   

Scripture Reading………  Gospel of Luke 2:25-40…………………………Christine Lee  

 말씀선포 Sermon…………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 이웅기목사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헌신의 찬송Hymn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같이 All Together 

                                        115장(통일115장)                    

*축도 Benediction……………………………………………………………………………… 이웅기목사             

2014년 12월25일 11:00 am     

 예배순서 

◈교회소식 

1. 성탄을 축하합니다!  (Merry C 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시며,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EM청년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쿠키 선물을 한가정에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송구영신예배 및 친교모임  (New Year's  E ve Worship and F ellowship)  

 12/31(수) 밤에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므로  수요저녁예배는 없습니다.  

    예배에 앞서 만찬 및 친교모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12/31(수) 오후 11:00  

    *만찬 및 친교모임: 오후7:00 

 *장소: 김오현/조성수 성도님댁 (6309 Morning Dew Ct.,  C lark sville,  MD 

21029)  

3. 12/28 주일예배  ( This Week’s Sunday  Worship)  

 이번 주 주일(12/28)에는 주일학교는 2부예배와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예배 및 EM예배는 변동이 없습니다. 

4. 교인등록  (Member Registration)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인등록신청서가 본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습

니다. (문의: 이광천집사) 

5. 롯데/한아름 상품권 판매  ( Lotte/H - Mart Gift Certificates  Sale)  

 여선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롯데/한아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문의: 이미영집사) 

 

◈ 교우소식   

1. 1부예배에 출석하시는 이영숙성도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지난 주에 한국에서 소천

하셨습니다. 김기환/이영숙 성도님 가정과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주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