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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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사: 최지상
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양재선

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8년 11월4일
오전 11시

인도: 양재선 장로
반주: 우상진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26
인도자
인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회중: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인도: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회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것이며
인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회중: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인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회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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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
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개회찬송(Opening Hymn)

찬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I have a friend in Jesus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응답찬송(Responding Hymn)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주님과 동행하는

다같이

1.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In this quiet place with you I bow before your throne.I bare the deepest part of me to you and you alone
I keep no secrets for there is no thought you have not known. I bring my best and all the rest to you and lay
them down
(후렴) 온 맘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And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in me.Is yours completely. I w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2.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마다 순종하며 줄 따르오리다
You faithfully supply my needs according to your plan. So help me Lord to seek your face before
I seek your hand. And trust you know what's best for me when I don't understand.
Then follow in obedience in every circumstance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교회소식(Announcements)
기도(Prayer of People)

다같이
인도자
최광희 장로

주기도문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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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The Word)
고린도후서 2Corinthians 4:5-11
“비슷한 것, 다른 것, 유일한 것”

찬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O, Jesus I have promissed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이보형 장로
우리 성가대
안영수 목사
최광희 이보형 장로
임진아.최광숙 집사

주님 말씀 하시면

다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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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2Corinthians 4:5-11)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
라 6 ㄱ)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
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
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
려 함이라

5 We are not preaching about ourselves. Our message is that Jesus Christ is Lord. He also sent us to be your servants. 6 The Scriptures say, "God commanded light to shine in the dark." Now God is shining in our hearts to let you
know that his glory is seen in Jesus Christ. 7 We are like clay jars in which this treasure is stored. The real power
comes from God and not from us. 8 We often suffer, but we are never crushed. Even when we don't know what to
do, we never give up. 9 In times of trouble, God is with us, and when we are knocked down, we get up again. 1011 We face death every day because of Jesus. Our bodies show what his death was like, so that his life can also be
seen in us.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아름다운 찬양과 귀한 시간으로 봉사하시는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노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성찬식 시간에는 All Saints Sunday를 기념하며 초에 불을 붙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성찬식에 참여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로 이동하여 점심 친
교 시간을 연합으로 갖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여 주세요.
 오늘 친교 시간 마친 후에 친교국 미팅이 있겠습니다. 앤 권사님 중심으로 모두 모여 주세요.
3. 다음 주일(11월 11일) 안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에서는 기존의 동서, 북부, 서부 구역에 더하여 남성 구
역으로 모입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주세요.
4. 스튜어드 쉽 캠페인
 오늘 부터 3주 동안 스튜어드쉽 캠페인을 갖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을 함
께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11월 4일 –안영수 목사, 11일-심현태 집사, 애니 목사, 18일 –이보형 장로께서 스튜어드 쉽에 관한 생각을 나
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에는 2019년도 예산을 위해 헌금 작정서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 토요 아침 기도와 말씀 휴강
 토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은 이번 한주간 휴식하고, 11월 17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영성이 풍성해질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6. 교회 학교 자녀들 소식
 오늘 점심 친교 시간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Happy Fun Time 이 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볼링 활동이 있습니다. 최지상 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세요.
7.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안영수 목사 휴가 :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금)까지.
 11월 12월 매일 성경 구입은 양재선 장로께 문의하여 주세요. (권당 5불)
 추수 감사 디너: 11월 18일 주일 예배 마친 후
 크리스마스 위시트리(Wish Tree) 점등식: 11월 21일(수) 저녁 6시 (예정시간)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11/4

인도:양재선
기도:최광희

이보형

임진아.최광숙

이보형.최광희

청년부/청년부

11/11

박은총

임진아

임진아. 최광숙

구역 모임

11/18

백하은(브리트니)

박영일

임진아. 최광숙

추수감사디너/남성성도

11/25

조정일

심현태

임진아. 최광숙

안복남.정영아/여성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