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권 19호
April 2, 2017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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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4월 2일
오전 11시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인도: 최광희 장로
반주: 박예지 청년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28
인도자
인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회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회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드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인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회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회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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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35장 큰 영화로신 주
Great King of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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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Prayer of People)
안영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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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2:1-8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특별찬양(Special Music)
성찬식 (Holy Communion)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우리 성가대
“일상의 변화”

응답 (THE THANKSGIVING)
찬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박영일 집사

안영수 목사
박예지, 브리트니 청년
성찬 위원
김범진, 김영연 집사
안영수 목사

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1-8, Philippians 2:1-8)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1)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2)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3)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 Christ encourages you, and his love comforts you. God's Spirit unites you, and you are concerned for others.
2 Now make me completely happy! Live in harmony by showing love for each other. Be united in what you
think, as if you were only one person.
3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and consider other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4 Care about them as much as you care about yourselves
5 and think the same way that Christ Jesus thought: d)
6 Christ was truly God. But he did not try to remain e) equal with God.
7 Instead he gave up everything f) and became a slave, when he became like one of us.
8 Christ was humble. He obeyed God and even died on a cross.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2.



감사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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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찬식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님
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4. 사순절과 Holy Week와 부활절 일정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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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4/9)은 종려주일(Palm Sunday)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
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Holy Week의 금요일(4/14)에는 Good Friday Worship Service가 있습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는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위한 아침 식사 펀드레이징이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맥케이 홀에
서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친교국 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바자회
4월 7일(금,9:00am– 4:00 pm)과 8일(토, 9:00am-2:00pm) 이틀동안 교회에서 전체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물건을
판매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틀 중에 2시간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싸인업 시트에 표시하여 주세요.
물품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혹은 동서구역(동부구역과 서부2구역의 연합구역)에게 문의하여 주세
요. 교회 친교실에 미리 물품을 보관하여도 됩니다.
바자회를 정식 오픈 하기 전인 6일 목요일 저녁 6시에는 교인들만을 위한 “사전 바자회”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
들은 이날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세요.
세례식: 다음 주일(4/9일)에는 김현숙 성도의 세례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일(매월 둘째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 4월 14일 금요일
3월 성경 통독하신 분: 이영선, 안지연, 신성임,
이번 주 성경 읽기: 사사기 10-21, 룻기1-4, 요한복음 1-4.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 골프 대회: 6월 4일 (주일)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4/2

인도: 최광희

박영일

김범진/김영연

양재선/김현주

박천택/남자 성도

4/9

정지인

안지연

김범진/김영연

구역 모임

4/16

조정일

김범진

김범진/김영연

공동식사/여자 성도

4/23

김필립 청소년

박남세

김범진/김영연

김현주/청년부

4/30

류주현

심현태

김범진/김영연

한소정.김미숙/남자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