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교회 소식 | Announcements For This Week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Greetings 

“Welcome to our joint Thanksgiving worship. We pray that you will be both encouraged and uplifted in wor-
shipping with us today. If you are worshipping with us for the first time, we hope you will consider making 
this your home church. Again, we welcome you with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1.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 Thanksgiving Worship 오늘은 ‘추수감사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 감사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 We will celebrate today as a Joint Thanksgiving Sunday. 
 

2. 공동의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 Congregational Meeting 돌아오는 주일 (29일) 예배 후에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We will have a congregational meet-
ing for 2021 budget after the worship on Nov. 29th.  
 

3.   

4.        성탄절 난민사역 성탄절 난민사역 성탄절 난민사역 성탄절 난민사역 | Christmas Refugee Ministry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난민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우섭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 We will do outreach to share the love of God with our neighbors, especially with refugees in Louis-
ville, KY on Dec. 25 (Fri). If you’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outreach, please see Pastor Woosup Kim. 

 

5. 12월 교회 행사 및 모임 월 교회 행사 및 모임 월 교회 행사 및 모임 월 교회 행사 및 모임 | Other Events and Meetings in    December *  성탄연합예배 및 성찬식: 20일 (주) 오전 11시 | Joint Christmas Service & Communion (Dec. 20th, 11 am)      *  성탄 이브 예배 : 24일 (목) 오후 7시 | Christmas Eve Service (Dec. 24th, 7:00 pm) *  성탄절 난민사역: 25일 (금) 오후 2시 | Christmas Refugee Outreach (Dec. 25th, 2:00 pm) *  사역담장자 모임: 27일 (주) 오후 12시 30분 | Ministry Leaders’ Meeting (Dec. 27th, 12:30 pm)  *  새해맞이 감사예배: 31일 (목) 오후 11시 | New Year’s Eve Worship Service  (Dec. 31st, 11 pm) 
주일예배 주일예배 주일예배 주일예배 | | | | Sunday morningSunday morningSunday morningSunday morning      주일  오전 11시 | Sunday 11 AM 본당 | Main 영어부 예배 영어부 예배 영어부 예배 영어부 예배 | | | | 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      주일  오전 11시 | Sunday 11 AM 영어부 예배실 | EM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예배 | | | | Children’s MinistryChildren’s MinistryChildren’s MinistryChildren’s Ministry      주일  오전 10시 | Sunday 10 AM 온라인 | Online 수요예배 수요예배 수요예배 수요예배 | | | | Wednesday NightWednesday NightWednesday NightWednesday Night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7:30 PM 본당 | Main 새벽예배 새벽예배 새벽예배 새벽예배 | | | | Dawn Prayer Dawn Prayer Dawn Prayer Dawn Prayer       화~금  오전 5시 30분 | Tue~Fri  5:30 AM 본당 | Main       토  오전 6시 | Sat  6 AM 본당 | Main 

교회 정기예배 안내 | Worship Services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조은성 목사 

Pastor Paul Cho  예배기도 
Prayer Tim Blanchard 전도사 

Pastor Tim Blanchard 
� 찬     양 

Praise 찬양팀과 함께 
With the Praise Team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봉     헌 
Offering 봉헌찬양 (이경란, 임홍택) 

Offering Praise (Kyeong Ran Lee & Hongtaek Lim)  찬     양 
Praise 은혜 찬양대 

Eunhye Choi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124편 1~8절 (구약 p.898) 

Psalms 124:1~8  오늘의 말씀 
Today’s Message “    주의 은혜에 감사하라주의 은혜에 감사하라주의 은혜에 감사하라주의 은혜에 감사하라!” 

“Give Thanks for the Lord’s Bless-
ings”  찬     송 

Hymn 새 찬송가 #393 (통일: #447),  
“ 오 신실 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 축     도 
Benediction 조은성 목사 

Pastor Paul  E. Cho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 marking:  Please stand if able. ☎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 볼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순서추수감사주일 예배 순서추수감사주일 예배 순서추수감사주일 예배 순서    | | | | The Order of Worship for Thanksgiving Sunday 

2020년 년 년 년 11월 월 월 월 22일 오전일 오전일 오전일 오전 11시시시시    
November 22nd, 2020 11:00 am             사회 사회 사회 사회 / 말씀말씀말씀말씀: 조은성조은성조은성조은성 목사목사목사목사    

Presider: Pastor Paul E. Cho       

예배 위원   이번 주 다음 주 (11/29) 주일 기도 Tim Blanchard 이관우 안내 위원   헌금 위원   주일 친교   우정강 최주리 주일 헌화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 | | |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지난 주 헌금 통계 | Offering from Last Week 십 일 조 십 일 조 십 일 조 십 일 조 | | | | TitheTitheTitheTithe    4,684.714,684.714,684.714,684.71    주일헌금 주일헌금 주일헌금 주일헌금 |  |  |  |  WeeklyWeeklyWeeklyWeekly    444400006666....00000000    감사헌금 감사헌금 감사헌금 감사헌금 | | | | ThanksgivingThanksgivingThanksgivingThanksgiving    560.00560.00560.00560.00    선교헌금 선교헌금 선교헌금 선교헌금 | | | | Mission   DesignatedMission   DesignatedMission   DesignatedMission   Designated    1111,,,,111100000000....00000000    지정헌금 지정헌금 지정헌금 지정헌금 | | | | DesignatedDesignatedDesignatedDesignated                                                                600.00600.00600.00600.00    온라인 십일조 온라인 십일조 온라인 십일조 온라인 십일조 | | | | Tithe OnlineTithe OnlineTithe OnlineTithe Online    2222,,,,333300006666....55558888    영어부 헌금 영어부 헌금 영어부 헌금 영어부 헌금 | | | | 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English   ministry    125.00125.00125.00125.00    온라인 감사헌금 온라인 감사헌금 온라인 감사헌금 온라인 감사헌금 | | | | Thanksgiving OnlineThanksgiving OnlineThanksgiving OnlineThanksgiving Online    11110000....00000000    주일 헌금 총액 주일 헌금 총액 주일 헌금 총액 주일 헌금 총액 | | | | Total AmountTotal AmountTotal AmountTotal Amount        9,916.099,916.099,916.099,916.09    건축헌금 건축헌금 건축헌금 건축헌금 | | | | Building   DesignatedBuilding   DesignatedBuilding   DesignatedBuilding   Designated    30.0030.0030.0030.00    온라인 주일헌금 온라인 주일헌금 온라인 주일헌금 온라인 주일헌금 | | | | Weekly OnlineWeekly OnlineWeekly OnlineWeekly Online    111100000000....00000000    

인도자인도자인도자인도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   도성   도성   도성   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도자인도자인도자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   도성   도성   도성   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인도자인도자인도자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   도성   도성   도성   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도자인도자인도자인도자:   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하실까요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하실까요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하실까요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하실까요?                   성   도성   도성   도성   도:  저리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인도자인도자인도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   도성   도성   도성   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eader:   Who do you believe? 
Congregation: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Leader:   Who is Jesus Christ?   
Congregation: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Leader:   Where is Jesus Christ now? 
Congregation: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Leader:   What would Jesus do in the future? 
Congregation: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Leader:   What do you believe in?                                                                                                   

Congregati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