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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7월 23일
오전 11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박예지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전 주(The Prelude)
예배 기원(INVOCATION)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주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경배와 찬양(Responding Hymn)

반주자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1.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 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후렴) 주님 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합니다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교회학교 자녀축복(Inviting Children)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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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Prayer of People)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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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말씀 (The Word)
민수기 16:46-50

임진아 집사

“준비된 인생”

우리 성가대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til the Lord comes back - to the world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박남세. 양재선 집사

좁은문, 좁은길, 나의 십자가 지고
'til the Lord comes back - to the world I will go on this way
narrow gate, narrow road, I will bear my holy cross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At the end of way that I'm going on I will see the Lord, my majesty
Holy God, Glorious God He comes out to welcome me
주님 다시 오실때 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till the Lord comes back - to the world I will stand up strong and run till the end
I will stand up tall and praise the Lord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Lord, my longing majesty You're the God, the savior God
Lord, my longing majesty You're the king of all the earth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민수기 16:46-50, Numbers 16:46-50)
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
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50 염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46 Then Moses told Aaron, "Grab your fire pan and fill it with hot coals from the altar. Put incense
in it, then quickly take it to where the people are and offer it to the LORD, so they can be forgiven.
The LORD is very angry, and people have already started dying!" 47-48 Aaron did exactly what he
had been told. He ran over to the crowd of people and stood between the dead bodies and the people who were still alive. He placed the incense on the pan, then offered it to the LORD and asked
him to forgive the people's sin. The disease immediately stopped spreading, and no one else died
from it. 49 But fourteen thousand seven hundred Israelites were dead, not counting those who had
died with Korah and his followers. 50 Aaron walked back and stood with Moses at the sacred tent.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로 이동하여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초청되었으니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3.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과 아울러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주간 본문을 함께 읽
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구입한 교재를 참조하시거나, 주보에 성경 통독 본문과 함께 표시됩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은 계획대로 실천하시고, 새롭게 성경 읽기에 도전하실 분은 매일 성경 읽
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매일 성경 교재 구입


7.8월 매일 성경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박신영 집사께 문의 하여 주세요.(가격 5불)



매일 성경 교재를 미리 가정에서 읽으시면 주일 설교 본문과 수요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보다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J-Gen 청소년 수련회


7/31(월)부터 8/3(목)까지 테일러 대학에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이 시작
되었으니,www.j-gen.org 를 통하여 등록하여 주세요. 등록을 마치신 분은 목회자에게 알려 주세요.

6. 8월 목회 일정을 참조하세요


Back to Sprit 주일 : 8월 13일 주일



토요 기도회 개강: 8월 19일 (토) 오전 7시



토요 남성 성경 공부 개강: 8월 19일(토) 오전 8시—오전 9시 30분까지



일요 성경 공부(에베소서 강해) 개강: 8월 20일 (주일) 오전 9시 50분 –10시 45분까지



2017 야외 예배 : 9월 3일 (주일) Chain o Lake state park, 오전 11시

7.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번주 성경 읽기: 고린도 전서 12-16. 고린도 후서10-13, 열왕기상 1-8 (성경 통독) 민수기 19-22:20 (매일
성경)



중보 기도 요청: 류주현 집사 비지네스 오픈을 위해 (류스 키친)



중보 기도 요청: 이수복 집사 (항암 치료)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7/23

박신영

임진아

박남세/양재선

공동식사/청년부

7/30

박예인

박천택

박남세/양재선

안복남.임진아. 최광희
김현주. 최광숙/남성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