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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언약을 실천한 가정
(사7:14)

<서론> 코뿔소 이론

1. 이사야는 보장된 풍요를 가진 자였다.
 (1) 신분 – 왕족
 (2) 배경 – 궁정 선지자
 (3) 실력 – 대선지자, 예언자의 왕

2. 민족과 나라의 환란 중에 그는 오직 복음만을 붙잡았다.
 (1) 남은 자들의 거룩한 씨가 되는 그리스도(사6:13)
 (2)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사7:14)
 (3) 놀라운 권세와 지혜로 다스리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사9:6)
  
3.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실제로 실천하였다.
 (1)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다.(사6:1-8) 
 (2) 가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가르쳤다.(사7:3, 8:3) 
 (3) 현장에서 50년 이상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속했다.
   (사1:1 히11:37)

<결론> 복음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으며, 더 완전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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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1(1)장 신앙고백 권세기도 6가지 그리스도 3직
 ⇧ 교독문 1. 시편1편 합심기도 제자의 증거 중직자의 축복
 ⇧ 신앙고백 사도신경 대표기도 김범근 집사 임용숙 권사 
   찬 송 64(13)장 성경합독 요17:3 벧전2:2
   합심기도 후대의 응답 강 의 김태성 목사 김태성 목사
   대표기도 빅터카탈라 장로 축 도 김태성 목사 김태성 목사
   성경합독 사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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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주여 나의 삶속에 (1)          
 ⇧ 축 도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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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년 15주차 / 2017년 1월 8일

 교회 소식  
  * 오늘 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장로 기도회: 오늘 오전 9시45분, 본당 2층. (다음 주는 권사 기도회)
  * 주중 예배 및 지교회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 샌안토니오 지교회: 1/10(화) 오후 6시, 쟌쿡 성도님 댁에서 모입니다. 
  * 2017년도 1차 40일 집중훈련: 1/17(화)~2/25(토) 
  * 예배 일정 안내

  교단 소식
  * 제21차 세계선교대회: 2/14(화)~17(금), 덕평 RUTC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동정
  * 배지인 집사(승원, 윤아): 한국으로 이사합니다.(1/20)

일시 예배 사회 기도 안내/헌금
1/15(일) 10:30am 여선교회 헌신 김월순 강문희 임용숙, 조정미
1/22(일) 10:30am 청년부 헌신 김준한 최다은 권혁수, 김범근
1/29(일) 10:30am 대학부 헌신 정예린 문종혁 황재현, 정지수
2/05(일) 10:30am 고넬료 선교회 채미영 김월순 강문희, 변지현
2/12(일) 10:30am 영산업인회 권 향 안준성 김범근, 김준한
2/19(일) 10:30am 자료 선교회 박동원 임용숙 김선교, 문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