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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3월 26일
오전 11시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박예지 청년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27
인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회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인도: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회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인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회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인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회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도자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Jesus we enthrone You

다같이

†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 응답찬송(Responding Hymn)
주님의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다같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Come Holy Spirit here and now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Come Holy Spirit here and now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교회학교 자녀축복(Inviting Children)

다같이

축복합니다
축복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중보기도(Prayer of People)
박천택 집사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우
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소식(Announcements)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인도자
말씀 (The Word)
출애굽기 14:10-14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이영선 집사
우리 성가대

“무게 중심의 변화”
응답 (THE THANKSGIVING)
찬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Jesus, I my cross have taken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안영수 목사
심현태, 박천택 집사
안영수 목사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 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 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 곳 그 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곳 그 곳에 내 삶 드리리

다같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좇게 하소서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10-14, Exodus 14:10-14)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
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
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0 When the Israelites saw the king coming with his army, they were frightened and begged the LORD for help.
11 They also complained to Moses, "Wasn't there enough room in Egypt to bury us? Is that why you brought us
out here to die in the desert? Why did you bring us out of Egypt anyway? 12 While we were there, didn't we
tell you to leave us alone? We had rather be slaves in Egypt than die in this desert!" 13 But Moses answered,
"Don't be afraid! Be brave, and you will see the LORD save you today. These Egyptians will never bother you
again. 14 The LORD will fight for you, and you won't have to do a thing."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교회의 보배인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청되었으니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3.


다음 주일 성찬식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성찬 위원들은 미리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를 도와 주세요.

4. 사순절 안내





5.


6.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있는 40일의 기간을 말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변화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진행 합니다.익숙하지 않은 것으로의 변화를 통하
여 내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경지를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배 순서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계
기가 되세요.
사순절 기간에 행하여지는 교회의 주간 프로그램 (수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친교국 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바자회
4월 7일(금)과 8일(토) 이틀동안 교회에서 전체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 우리 한인회중도 참여하며 그 수
익금은 우리 친교국의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혹은 동서구역 (동부구역과 서부2구역의 연합구역)에게 문
의하여 주세요. 교회에 친교실에 미리 물품을 보관하여도 됩니다.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세요.
목회자 일정: 안영수 목사는 오늘 New Hope 장로교회 (Fishers, IN)에 목사 임직식을 인도하러 예배 후에 출타합
니다. 3월31일(금)과 4월 1일(토)에는 노회 세미나 참석차 출타합니다.
3월 성경 통독: 3월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은 3월 31일까지 안영수 목사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주 성경 읽기: 마가복음 4장-16, 사사기 1-9장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 골프 대회: 6월 4일 (주일)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3/26

박천택

이영선

심현태/박천택

4/2

인도:이보형
기도: 최광희

박영일

김범진/김영연

4/9

이형우

안지연

김범진/김영연

구역 모임

4/16

조정일

김범진

김범진/김영연

공동식사/여자 성도

4/23

류주현

박남세

김범진/김영연

김현주/청년부

심현태

김범진/김영연

한소정.김미숙/남자 성도

4/30

배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박재희/청년부

양재선/김현주

박천택/남자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