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제 16권 42호

2017년 10월 22일

Pittsburgh Korean Methodist Church

1. 예배안내: 1시 55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2. 10월 셀 모임: 셀 모임을 셀 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피 츠 버 그 감 리 교 회

10월 공과는 「광야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입니다.
3. 월요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4층(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성경공부는 주기도문(9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4. 토요 아침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Sanner Chapel(예배실)
5. 중보기도 모임: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 도서실(4층)
예배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혼: 진영숙 성도와 Gary W Routson 성도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
니다. 두 분의 결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결혼 리셉션은 오후 4시에 Wesley Hall에서 있습니다.
- 결혼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새가족 소개: 지난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방문) 최해은 권사(LA)

교회창립 2001년 4월 15일

– 지난주일 봉헌
십 일 조

김문규/이혜경 이인성 장영선

감사헌금

Gary 최해은 이종만/전애경 Olivia

주일헌금

유준희 이주예 이종만/전애경 임미예 이인성 무명(2)

셀 헌 금

믿음셀

PKMC를 돕는 분들
피아노 반주 이하은
주일예배 찬양인도 이혜경
중보기도회 인도 장영선
교회학교 교사 이인성 이하은
여 선교회장 임미예
셀 인도자 이혜경 장영선

2017년 표어: “넘치는 은혜로 번성하게 하소서”(겔 47:9)

피츠버그 감리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고 (Open Hearts)

담임목사

이 종 만

생각이 열려 있고 (Open Minds)

Rev. Jong Man Lee

예배의 문이 열린 (Open Doors)

410.294.8542 • www.pkumc.com
3319 West Liberty Ave, Pittsburgh, PA 15216

교회입니다.

오후 2시
예배인도: 이종만 목사

주 일 예 배
성령강림 후 제20주(20th Sunday after Pentecost)

경배와찬양
Praise

※입

례

Introit

························································································ 다

※ 예 배 의 부 름 ························································································ 인
Call to Worship

※ 예 배 의 찬 송 ····························· 19장(통합 44장) ···························· 다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oices

※ 예 배 의 기 도 ························································································ 다
Opening Prayer

※교

독

문

····························· 31번 시편 68편 ···························· 다

Responsive Reading

주 의 기 도

#31. Psalm 68

························································································ 다

The Lord’s Prayer

헌

금

······················ 211장(통합 346장) 1절 ······················ 다

Offering to God

※송

영

※헌

금 기 도

Doxology

같

이

Together

같

이

도

자

Presider

같

이

Together

같

이

Together

같

이

Together

같

이

Together

같

이

Together

Glory be to the Father

Together

같

이

························································································ 이 종 만 목 사
Offertory Prayer
Rev. Lee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3:1~10 ··························· 인
도
자
말

씀

Sermon

Acts 3:1~10

························································································ 인
Announcements
※찬
송 ··························· 359장(통합 401장) ························· 다
교 회 소 식

Go forward

Hymn

※축

Benediction

도

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PKMC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가르쳐 지
키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서, 교회에서는 헌신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
대하여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인 모임과 사역위에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그의 가정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FL/TX; 하리케인으로 어려움과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NV: 라스베가스의 총기 희생자들을 위하여
CA: 엘에이의 산불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을 주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옵소서.

목사

– 예배와 모임 안내

Rev. Lee

주일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Sanner Chapel (예배당)

도

매주 주일 오후 2시

Presider

교회학교
토요 아침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Welcome Center (2층)
Sanner Chapel (예배당)

같

중보 기도회

매주 주일 오후 1시

교회 도서실 (4층)

월요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교회 도서실 (4층)

여선교회 북클럽
셀 모임

매월 1,3주일 오후 4시 30분
매월 정기모임

Welcome Center (2층)
셀 별로

자
이

Together

························································································ 이 종 만

목사

Rev. Lee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로 예배할 때에 참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

Olivia Woods

····························· “변해야 합니다” ··························· 이 종 만
We must change

음과 세상 염려와 방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 사함의 감사와 기쁨으

Together

Master, no offering costly and sweet

······························ 3장(통합 2장) ······························· 다

Scripture Reading

전능하셔서 모든 선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 갈 때에 갈급한 저희들의 마

························································································ 다

Hymn

– 예배의 기도(Opening Prayer)

10월 안내 위원

김문규 권사 Olivia 집사

10월 헌금 위원

장영선 집사

10월 친교 일정

넷째 주일(22일) 진영숙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