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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긴과 보아스
1부 7:00  2부 9:00  3부 11:00  4부(청년) 16:00

7:21-22
설교 이상희 목사

4. 알림

   ① 금주 금요기도회(1.8)는 신년축복새벽기도회 관계로 쉽니다.
   ② 2016 기도카드는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주일 봉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한 헌금 확인 신청서를 사무처로 일주일 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2016년 교회수첩은 다음주일(1.10) 배포예정입니다.
   ⑤ 헌금자 명단은 별지로 사무처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⑥ 2016년 항존직 세미나가 1.16(토) 오전 9시2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5. 모임안내

   훈련위원회 월례회   금일 오후 1시, 권사실(4층)

6. 공동기도제목

   ① 호산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② 담임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③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④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인도, 터키, 말레이시아
   ⑤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의 위하여

    

주일낮예배 1부 7:00 주일오후찬양예배  2:30

2부 9: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4부(청년) 1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유치부 11:00 소년부 9:00

초등부 9:00 중고등부 9:00

    

원로목사 이진복 담임목사 이상희

부목사 김상래 조진경 전도사 김남숙  교육전도사 박천홍

시무장로 최석진 변해룡 박상근 이귀복 이경화 김갑기 오태형 김행열 최문호 

전우근

은퇴장로 권병은 한삼열

오  직 이나라 박영평 서  은 박다윗 한사랑 임성국 웬캄빈 

     
해외선교 (연길)  박영평(서은)  박다윗(한사랑)  캄보디아  터키(임성국)  말레이시아  인도

국내선교 (가재규목사)  은혜교회(한은성목사)  예목교회(윤달영목사)  북한선교(20가정)  노원경찰서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140(구 하계동 308) 호산나교회

      TEL (02) 972-9724     FAX (02) 978-9707     www.hosanna-church.com



신년축복새벽기도회 관계로 쉽니다.

1. 새해목회권면

   ① 오늘은 2016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2016년 한 해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금년도 주제성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시 51:12)

2. 신년축복새벽기도회

2016년 신년축복새벽기도회가 1.4(월)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시 134:3)

  ·일시   1.4(월)-9(토), 11(월)-16(토) 2주간, 오전5시 30분

     ※ 12일 개근한 성도에게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자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송 교역자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학생 

기 도 최석진 변해룡 박상근  이귀복 이경화  김갑기

일 자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특 송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① /청년부
② 연합성가대

기 도 오태형 김행열 최문호 전우근 권병은 한삼열

3. 신년 성찬식

금일 낮 예배(1,2,3부)시 진행됩니다.

1부 7:00  2부 9:00  3부 11:00  4부(청년) 16:00(비전홀)         인도(1부) 조진경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36, 64, 435장 다같이

기도 1 김현민    2부 서경복    3부 김행열 장로

성찬식 맡은이

교회소식 인도자

봉헌 314장 다같이

성경봉독 1-3 왕상 7:21-22 (구 521쪽) 인도자

4부 눅 2:36-38 (신 90쪽)

찬양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성가대

말씀선포 1-3 야긴과 보아스 이상희 목사

4부 성전에서 준비되는 삶

* 파송찬양 예배자 다같이

* 축도 이상희 목사

오후 2:30 본당                                                 인도 조진경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송민정 집사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골 3:12-17 인도자

찬양 410장 호산나 성가대

말씀선포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조진경 목사

축도 조진경 목사

1부 2부 3부 찬양예배

구본주 안수집사 여은희 권사 최문호 장로 백운정 집사

오후 8:00 본당                                                   인도 이상희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시편 29편 인도자

말씀선포 특강: 시편 29편에 담긴 이스라엘의 성전신학 이상희 목사

봉헌찬송 56장 다같이

축도 이상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