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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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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인도: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회중: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인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회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인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회중: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인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회중: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인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회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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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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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말씀 (The Word)
마가복음 11:1-6
“매였던 나귀가 풀려 나듯이”
응답 (THE THANKSGIVING)
찬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안지연 성도
우리 성가대
안영수 목사
김범진, 김영연 집사
안영수 목사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같이

Lord please come and see our wasteland
이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Oh Lord please come and see our wasteland
Oh God of heaven, You are unchangeable to show your mercy
Oh Lord please forgive our transgressions Come and heal this land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칠 성령의 불 임하소서
Lord now we gather as a one accord
to build the base again which has been destroyed by our sins
And burn out our empty idols the fire of the Spirit come over us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Let the fire of revival blaze and truth Words of Yours let it make our land a new
The river of grace let it over flow Lord, send Your wind of Spirit over us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Oh, in the midst of years, Lord revive the work Oh the Kingdom shall come- over this land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1-6, Mark 11:1-6)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 제자
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1 Jesus and his disciples reached Bethphage and Bethany near the Mount of Olives. When they were getting close to
Jerusalem, Jesus sent two of them on ahead. 2 He told them, "Go into the next village. As soon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young donkey that has never been ridden. Untie the donkey and bring it here. 3 If anyone asks why you are
doing that, say, The Lord needs it and will soon bring it back. " 4 The disciples left and found the donkey tied near a
door that faced the street. While they were untying it,
5 some of th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y are you untying the donkey?" 6 They told them what Jesus had said,
and the people let them take it.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2.



감사
교회 거라쥐 세일에 기증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3층으로 이동하여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3.


오늘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
오늘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 헌금은 한국에 있는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하늘꿈 학교”
로 전달됩니다. 굶주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끼 점심 금액을 헌금하시기를 제안합니다.

4.


오늘 구역 모임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매월 두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모두 3층으로 이동하여 구역별로 배정된 교실에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여 주세요.



점심 식사는 303호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구역별로 가져 가세요.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여 주세요.

5.

Holy Week와 부활절 일정



Holy Week의 금요일(4/14) 저녁 7시에는 Good Friday Worship Service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예배는 한
주 쉽니다.




부활절 새벽 6시에는 포트웨인 한인교회 연합으로드리는 부활절 새벽기도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6.






부활절 예배 후에는 공동식사로 친교실에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 많이 참석하여 주세요.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세요.

구역모임 진행 방법은 3층의 구역 모임 장소에 준비되어 있는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오늘 점심 친교는 3층 구역 모임 장소에서 구역 모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어린이, 청소년)과 청년들도 3층에서 따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동부구역과 서부2구역은 연합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배정: 북부-302, 서부1-306, 서부2,동부연합-304, 청년부,청소년부, 어린이-300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점심
식사후 2층 Youth 라운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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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식: 부활절에는 김현숙 성도의 세례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 4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성가대 친교및 연습: 4월 15일 토요일 최광희 장로님 가정
이번 주 성경 읽기: 요한복음 5-21, 사무엘상 1-3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 골프 대회: 6월 4일 (주일)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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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