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 함 께 

All Together 

 
예배 기도 

Prayer 

서명수 장로 

Elder Myungsoo Seo 

ã 
찬   양 

Praise 

찬양팀과 함께 

With the Praise Team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봉   헌 

Offering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새찬송가 450장 (통일 #376) 

 
찬   양  

Praise 

은혜 찬양대 

Eunhye Choir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8장 1~13절 (신약 p.376) 

Reve lat ion 8:1~13 

 
오늘의 말씀 

Today’s Message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 

“Prayers of the Saints in the Golden Censer” 

ã 
찬   송   

Hymn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찬송가 488장 (통일 #539) 

ã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ã marking:  Please stand if able.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 볼륨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ã 

축  도 

Benediction 

조은성 목사 

Rev. Paul E. Cho  

10월 목장 모임 안내  

교회 모임 안내 

Youth Group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영어부 예배실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금요일 오후 6시 청년부실 

청년부 모임 주   일 오후 1시  청년부실 

새가족반 주   일 오후 1시 15분 은혜 채플 

새 생명의 삶 양육과정 주   일 오후 1시 30분 은혜 채플 

중보 기도 모임 주   일 오전 9시 30분 교회 룸 #1 

금요 기도 모임 금요일 오후 8시 교회  본당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0시 은혜 채플 

 2부:  오전 11시 본당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영어부 예배실 

어린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은혜 채플 

수  요  예 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새  벽  예 배 화 ~ 금 오전 5시 30분  /  토    오전 6시 본당 

교회 정기예배 안내 

은혜교회 섬기는 분들 
 

김우섭 목사    예배 및 청년부 

정동규 목사    어린이부 

Tim Blanchard 전도사   Youth Group 

임홍택 집사    찬양대 지휘  

박보영 사모    예배 반주  
 

은혜교회 선교활동 
 

이동철 선교사     온두라스선교 

장세균 선교사     온두라스선교 

노회개척교회지원     MNA 

총회선교부지원     KCP&PCA 

모퉁이돌 선교회     공산권선교 

 

교회 안내 
주일 예배 The Order of Worship 

지난 주 예물  

십 일 조  영어부 (EM)  십일조  

주일헌금  영어부 (EM) 주일헌금  

감사헌금  영어부 (EM) 감사헌금  

주정헌금  영어부 (EM) 선교헌금  

선교헌금  주일학교 헌금  

지정헌금    

    

건축헌금  주일 헌금 총액  

   맥체인식 매일 성경 읽기표 

날   짜 열왕기하 디모데전서  호세아 시편 

28 (주) 9 6 1 119:73~96 

29 (월) 10 디모데후서 1 2 119:97~120 

30 (화) 11~12 2 3~4 119:121~144 

31 (수) 13 3 5~6 119:145~176 

11/1 (목) 14 4 7 120~122 

2 (금) 15 디도서 1 8 123~125 

3 (토) 16 2 9 126~128 

  예배 위원 

 이번 주 다음 주 (11/4) 

주일 기도 서명수 정동규 

안내 위원 김복한, 김학남 김학남, 노광식 

헌금 위원 오선길, 윤경, 정신성, 김순희 김양래, 황인선, 이운영, 이영순 

주일 친교 부흥 찬양 

주일 헌화 전영자 이지애 

감    사 정용태   

소    망 김학남 1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김학남 집사님 가정 

평    강 이관우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교회 

생    수    

기    쁨 서명수     

부    흥 나성수 6일 토요일 오후 3시 송강 집사님 가정 

찬    양 노광식   

청 년 부 김우섭 5일 금요일 오후 6시 교회 

사    랑 김복한   

 E. M.    

수요밤 예배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김우섭 목사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00분  

말      씀 
김우섭 목사 

조은성 목사    예레미야     

2018년 10월 28일 오전 11시 

October 28th, 2018 11:00 am             

사회: 조은성 목사 

 Presider: Rev. Paul E. Cho 



교회 소식 

 

은혜한인장로교회 

Eunhye Korean Presbyterian Church (PCA) 

담임목사:  조은성     (Sr. Pastor:  Paul E. Cho)    
5220 E. Fall Creek Pkwy. N. Dr. Indianapolis, IN 46220 

교회 ☎   (317) 722-0372             목사관 ☎   (317) 774-1216 
www.graceindy.org,   www.ekpc.org 

위대한 사명과 위임  마태복음 22:37-40, 28:18-20 

V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V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V 복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교회 

V Reach In =  Awakening 

V Reach Up =  Empowerment      

V Reach Down and Out   

                    = Witnessing 

  ‘완전하신 하나님’ 

10월 주요 행사 및 모임 11월 주요 행사 및 모임 

6(토)  목자 모임 
12~14(금~주)  가을 연합 부흥회 
16~17(화~수)  PCA 중부노회 모임 
21(주)  새 가족 환영회 
27(토)  사역자 모임 
28(주)  새 생명의 삶 양육과정 첫 모임 

3(토)  목자 모임 
4(주)  일광절약시간 (DTS) 해제 
17(토)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 
18(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30(금)   연합기도회 (한인장로교회) 

제18권 43호                             2018년 10월 28일 

2018년 교회 표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식사시간에 .�

 

1,‘새 생명의 삶’양육과정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새 생명의 삶’ 양육과정이 오늘 예배 후 1시  

20분에 은혜채플(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유아세례, 입교, 및 세례 교육                                                         

추수감사주일 (11월 18일)에 유아세례, 입교, 및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까지 알려 주셔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길 부탁 드립니다. [문의: 조은성 목사] 

3,  목자 모임 

11월 목장 모임을 위한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3일) 오전 7시 30분에 룸 #1에서 

있습니다. 

4,  예산위원회 모임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4일) 오후 1시에  

룸 #1에서 있습니다. 

5,  일광절약시간 (Daylight Saving Time) 해제                                                                  

일광절약시간 (섬머타임)이 돌아오는 주일 (11월 4일)에 해제 됩니다. 토요일 취침 

전에 시간을 1시간 늦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pm → 9pm         

6,  교우소식                                                                                               

결혼 축하: 권상렬ᆞ이현정 집사님의 장남 권재혁 (Jason)군의 결혼식이 11월 3일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은 완전하지 않다. 

당신도 완전하지 않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완전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라. 

그런 다음에는 그 찬양으로 힘을 얻어서 

진짜 사랑을 하라. 

-톰 할러데이의 ‘사랑으로 가꾸는 삶’ 중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최선의 방향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 

새롭게 사랑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