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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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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안영수 목사
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4월 30일
오전 11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박예지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9 시편 15편
인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회중: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인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회중: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인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회중: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인도: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회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인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회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인도: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회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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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다같이

†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 응답찬송(Responding Hymn)

나의 안에 거하라
다같이
Abide in me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Abide in me! Because I am your God, This is one I'm keeping and protecting you, in the midst of tribulation. Do not be afraid! I will help you, Clearly! Do not be alarmed! I will hold your hand, Strongly!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You are mine! Because I am your God!
I will treat you precious and honored. I am your 'JEHONAH' who Love you!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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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Announcements)

인도자

중보기도(Prayer of People)
류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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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말씀 (The Word)
사도행전 13:1-3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우리 성가대
“바로 그 교회”
응답 (THE THANKSGIVING)
찬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I can not tell whence it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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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현태 집사

안영수 목사

김범진, 김영연 집사
안영수 목사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허무한 시절 지날때 깊은 한숨 내쉴때When you breathe a deep sigh vanity childhood passes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And lamented that such a landscape you can see itne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Not leave you as orphans would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I will be with you forever and
(후렴)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Of my Lord sent 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오셔서Of our lives come to find himself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Dream the kingdom
억눌린 자 갇힌자 자유함이 없는 자Oppressed prisoner Freedom does not have party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Shelter who is the Holy Spirit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Where the Spirit of the Lord there's a true freedom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Spirit of Truth is impeccable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Acts 13:1-3)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
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 The church at Antioch had
several prophets and teachers. They were Barnabas, Simeon, also called Niger, Lucius from Cyrene, Manaen,
who was Herod's r) close friend, and Saul. 2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going without eating, s) the Holy Spirit told them, "Appoint Barnabas and Saul to do the work for which I have chosen them."
3 Everyone prayed and went without eating for a while longer. Next, they placed their hands on Barnabas
and Saul to show that they had been appointed to do this work. Then everyone sent them on their way.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2.



감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용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친교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초청되었으니 친교실로 이동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3.

5월 6월 매일 성경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책자를 통하여 각종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주일 예배 설교도 매일 성경에 나와있는 성경 본문과 같은 본문(열왕기상 1장 –22장)으로 할 계획
입니다. 성도들이 매일 같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주일에 함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
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하여 이번 달에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책의 가격은 권당 5불(영한 대역도 동일)입니다. 박신영 집사님께 금액과 함께 오늘까지 신청하여 주세요.
5월 Per Capita 캠페인
다음 달 5월 한달동안 Per Capita 캠페인을 합니다. 일년 중 어느 때라도 참여하여도 되지만, 5월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 안에 있는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 시간에 제출하여 주세요. 2017년도 Per Capita는 $38.55입니다.
6/4일(주일) 골프 펀드레이징
6/4 일 오후 2시부터 Riverband 골프클럽에서 북한 탈북 청소년을 돕기위한 펀드레이징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회비는 식사와 각종 상품을 포함하여 100불이며 수입금은 북한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하늘꿈 학교에 전달됩니다.
많은 참석자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알려 주시고 신청하실 분은 양재선 집사님께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
아래 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세요
이번 주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일은 노회가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열립니다. 수요 예배는 한주 휴강합니다.
청년부 아웃 리치: 5월 5일(금)과 6일(토)까지 청년부가 아웃 리치 여행을 1박 2일 다녀옵니다. 안전하고 의미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 한계순 권사께서 교회 점심 친교를 위해서 쌀 5포대를 기증하였습니다.
4월 성경 통독: 4월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5월 2일까지 안영수목사께 알려 주세요.
Youth Indoor Picnic: 5월 21일 (주일)12:18pm-2:14pm . 교회 맥케이 홀에서 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여러분
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계획중이니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오늘 점심친교는 김동완 장로님의 천국 입성 2주년을 기념하여 가족들이 제공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24. 누가복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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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4/30

류주현

심현태

김범진/김영연

5/7

인도:이보형
기도:최광희

김영연

안지연/김미숙

5/14

김미숙

박신영

안지연/김미숙

구역 예배

5/21

안복남

류주현

안지연/김미숙

공동식사

5/28

임진아

양재선

안지연/김미숙

남성성도(어머니의 날 기념)

김현주/청년부
이영선/심현태

김영연/여자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