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권 36호
August 6, 2017 11:00 am

예배와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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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안영수 목사
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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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시편 29편
인도자
인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회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인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회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인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회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인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회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인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회중: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인도;
여호와께서 홍수 떄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회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계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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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O Worship the king, all glorious above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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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인도자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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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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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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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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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 (Holy Communion)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말씀 (The Word)
민수기 22:31-34
“나귀가 나에게 말을 걸다”

찬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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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주님 말씀 하시면
다같이
when You say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I will go forth when You say I will stop if it's not Your Will
It depends on Your Will, whether I will go or stop O Lord God, please lead me to your way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Where you want me to be, I wan to be there with you
I will obey your command and will live as you lead me
Even with my weak soul, may you work through me For the sake of the Lord's Kingdom and His Will
O Lord God, please lead me to Your Way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민수기 22:31-34, Numbers 22:31-34)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
드리니 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
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
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
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
나이다
31 Just then, the LORD let Balaam see the angel standing in the road, holding a sword, and Balaam bowed
down. 32 The angel said, "You had no right to treat your donkey like that! I was the one who blocked your way,
because I don't think you should go to Moab. 33 If your donkey had not seen me and stopped those three
times, I would have killed you and let the donkey live." 34 Balaam replied, "I was wrong. I didn't know you were
trying to stop me. If you don't think I should go, I'll return home right now."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청소년부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동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찬식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참여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수련회를 참석한 청소년들이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로 이동하여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초청되었으니 함께 참여하여 주세요.
3. 다음 주일 Back to Spirit 과 구역 모임
 다음 주일은 방학을 마감하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Back to Spirit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으니, 지역별로 구역 모임에 참여하여 주세요. 구역에 관한 안내는 다음 주일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4.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과 아울러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주간 본문을 함께 읽고 묵
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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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어린이 하루 요리 캠프
 8월 10일 (목)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어린이 요리 캠프가 있습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신청하여 주세요. (회비 5불)
6. 8월 목회 일정 안내
 Back to Sprit 주일 : 8월 13일 주일, 구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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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4-25. 로마서 1-3 (성경 통독) 민수기 26:52-29:40 (매일 성경)
 중보 기도 요청: 이수복 집사 (항암 치료) 류주현 집사 (식당 오픈)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8/6

인도: 이보형
기도: 최광희

안지연

김범진/김영연

이영선/김현주

공동식사/남성 성도

8/13

박예지

박영일

김범진/김영연

구역 모임

8/20

정지인

최광숙

김범진/김영연

김현수,안지연/여성 성도

8/27

심현태

박예인

김범진/김영연

안복남.임진아. 최광희
김현주. 최광숙/청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