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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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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7년 8월 13일
오전 11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박예지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전주(The Prelude)

반주자

예배 기원(Invocation)

인도자

†개회찬송(Opening Hymn)

찬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다같이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경배와 찬양(Responding Hymn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하오니 주님을 경배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You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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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Prayer of People)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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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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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The Word)
민수기 28:1-8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하나님께 드리라”

인도자
우리 성가대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til the Lord comes back - to the world

김범진. 김영연 집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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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9, Numbers 21:4-9)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
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 어린 양 한 마
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5 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에 빻아 낸 기
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
운 화제며 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8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
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1 The LORD told Moses 2 to say to the people of Israel:Offer sacrifices to me at the appointed
times of worship, so that I will smell the smoke and be pleased. 3 Each day offer two rams a year
old as sacrifices to please me. y) The animals must have nothing wrong with them; 4 one will be
sacrificed in the morning, and the other in the evening. 5 Along with each of them, two pounds
of your finest flour mixed with a quart of olive oil must be offered as a grain sacrifice. 6 This sacrifice to please me was first offered on Mount Sinai. 7 Finally, along with each of these two sacrifices, a quart of wine must be poured on the altar as a drink offering. The second ram will be sacrificed that evening, along with the other offerings, just like the one sacrificed that morning. The
smell of the smoke from these sacrifices will please m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3.

감사
여름 휴가 기간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
오늘은 Back to Spirit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Back to school 하는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마지막에 개학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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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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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배정: 북부-302, 서부1-306, 서부2,동부연합-304, 청년부,청소년부, 어린이-300
4. 다음 주일 예배 안내
 다음 주일 푸드 도네이션 주일: 매월 셋째 주일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푸드 도네이션 주일
입니다. 한주간 그로서리를 구입하실 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목록은 나누어
드리는 봉투에 인쇄된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5. 주중 예배와 집회 안내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pm-8:00pm
 토요 아침 기도회: 매주 토요일 7:00am– 8:00am
 토요 남성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8:00am –9:30am
6. 일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개강
 8/20-10/1까지 매주일 아침 9:50am –10:45am (총 7주간)
 교재: 성경.
 공부 내용과 방법: 한주간 마다 “에베소서”를 한장씩 읽어 와서,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강의와 나눔
으로 진행됩니다.
7.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번주 성경 읽기: 로마서 4-16 ,나훔, 오바댜, 에베소서 1-3(성경 통독) 민수기 30:1-32:42 (매일 성경)
 류주현 집사 비지네스 오픈: “Ryu’s Kitchen” ( 2461 Hobson Rd. Fort Wayne) 8월 17일 (목)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8/13

박예지

안영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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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