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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친교

포트웨인 제일 장로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담임목사: 안영수 목사
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5월 7일
오전 11시

인도: 이보형 장로
반주: 박예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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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0 시편 16편
인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회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인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회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인도: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회중: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인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회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인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회중: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인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회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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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O Thou, in whos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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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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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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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가대
“그길에 서게 될 때에”
응답 (THE THANKSGIVING)
찬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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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김영연 집사

안영수 목사
이영선. 심현태 집사
안지연, 김미숙 집사
안영수 목사

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Gathered here within this place

다같이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Kings2:1-4)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
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
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1 Not long before David died, he told Solomon: 2 My son, I will soon die, as everyone must. But I want you
to be strong and brave. 3 Do what the LORD your God commands and follow his teachings. Obey everything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en you will be a success, no matter what you do or where you go. 4 You and
your descendants must always faithfully obey the LORD. If you do, he will keep the solemn promise he made to
me that someone from our family will always be king of Israel.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2.



감사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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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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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권의 여유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여 주세요(권당 5불)
5월, 6월에는 성경 통독자와 아울러 매일 성경 통독자도 주보에 함께 실어 축하하려고 하니 많이 참석하여 주세요
5월 Per Capita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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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환영회
VIP 환영회(새가족 환영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모든 분들이 참석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RSVP를 김범진, 김영연 집(VIP 사역 팀장)에게 21일 (주일)까지 알려주세요
일시및 장소:5월23일(화) 저녁 6시부터-8시까지. 교회 2층. 무엇을: 맛있는 식사와 사귐의 시간.
골프 펀드레이징
6/4 일 오후 2시부터 Riverband 골프클럽에서 북한 탈북 청소년을 돕기위한 펀드레이징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주위에 알려 주시고 신청하실 분은 양재선 집사님께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
아래 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세요
다음 주 설교: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은 박윤규 목사님(한국 흑석동 제일 성결교회)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반기 점심 친교: 하반기 주일 점심 친교를 제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조정일 집사께 말씀하여 주시거나 싸인업 시
트에 표시하여 주세요.
졸업축하: 박예인, 박예지, 우상은 청년이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헌팅턴 대학에서 졸업식을 갖습니다.
4월 성경 통독: 안지연, 이영선, 조영애, 신성임.
한국 귀국: 오정현, 김종빈, 최요한 청년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5월 21일 연합 예배: 5월 21일 주일은 장로및 Deacon 임직을 위하여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함께 예배 합니다. 예
배 후에는 따로 친교실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Fort Wayne Dragon Boat Race: 6월 24일(토)에 개최되는 Boat Race에 관심있는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말씀하
여 주세요. 참가비는 일인당 100불 이며,21명이 팀을 이루어 참석합니다. 수익금은 포트웨인의 사회 봉사 단체에
기부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누가복음 9-24. 사도행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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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5/7

인도:이보형
기도:최광희

김영연

안지연/김미숙

이영선/심현태

김영연/여자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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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