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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감사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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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3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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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19
인도자
인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중: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인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지라도
회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인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회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회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인도: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회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인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회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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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와 찬양(Responding Hymn)

찬송가 114장,125장, 126장

다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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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특송 (Special Music)
설교(The Sermon)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다같이
인도자
류주현 집사
다같이
말씀 (The Word)
누가복음Luke 2:8-24
“첫 소식”

박남세 집사
The Bressler Family
안영수 목사

찬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심현태.김범진 집사
Lord, take my all
† 파송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함께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It is my Lord God who made me It is my Lord God who called me
It is also my Lord God who sent meAll that I am, it is the grace of God
나의 달려갈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하시니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Till the end of my path to run Till the very last breath of mine

He makes me bear that cross of His All that I am, it is the grace of God
한량없는 은혜 갚을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The endless grace of God Grace I can never repay Embracing my life It is the grace of God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With no more hesitance My food set on that land Holding me so tight It is the grace of God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10분간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바로 합창 대회를 거행합니다)

2부: 성탄 감사 구역별 합창 대회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Luke 2:8-14)
8
그 지 역 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 키 더 니 9 주의 사자가 곁 에 서 고 주의 영 광이 그들을
두루 비 추매 크게 무서 워하는지 라 10 천 사가 이 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에게 미칠 큰 기 쁨의
좋은 소식을 너 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 스도 주시니 라
12 너 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 는 아기 를 보리 니 이 것 이 너 희에게 표적 이 니 라 하더 니 13 홀연 히
수많은 천 군이 그 천 사와 함께 하나님 을 찬송하여 이 르되 14 지 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 께 영 광이 요
땅에서 는 하나님 이 기 뻐 하신 사람들 중에 평 화로다 하니 라

8 That night in the fields near Bethlehem some shepherds were guarding their sheep. 9 All at once an
angel came down to them from the Lord, and the brightness of the Lord's glory flashed around them.
The shepherds were frightened. 10 But the angel said, "Don't be afraid! I have good news for you, which will
make everyone happy. 11 This very day in King David's hometown a Savior was born for you.
He is Christ the Lord. 12 You will know who he is, because you will find him dressed in baby clothes and
lying on a bed of hay." 13 Suddenly many other angels came down from heaven and joined in praising God.
They said: 14 "Praise God in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오늘 성탄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합창 대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역장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오늘은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3.


성탄을 감사하며 기쁨의 헌금을 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헌금 봉투와 함께 주보에 첨부된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1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잠시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예배실에서 2부 구역별 합창 대회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
에 계속 예배실에 남아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점심 친교 시간에 선물 교환 행사를 갖겠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은 모두 참여하여 주세요.
성탄 이브 예배 일정
어린이를 위한 가족 예배: 12/24일(월) 오후 4시, 본당

 성인 가족을 위한 음악 예배: 12/24일(월) 밤 9시30분, 본당
4. 다음 주일 (12월 30일)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세요.
5.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월)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목회자에게 새해 축복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가족이나 개인은 6시 15분 부터 예배당으로 와주세요.
6. 2019년 상반기 점심 친교
 기념할 일이나 감사할 일이 있어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반기 친교 싸인 업 씨트가 준비되
어 있으니 원하는 날짜에 표시하여 주세요.
7.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2019년도 달력: 각 가정별로 벽걸이용 한개, 탁상용 한개씩 가지고 가세요.


매일 성경: 1월 2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양재선 장로님을 통해 구입하여 주세요.(권당 5불)



Annie 목사님 오픈 하우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1927 Inverness Lake Crossing Fort Wayne)



토요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예배실



“내마달-내생애 마지막 한달”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10분까지 회의실.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12/23

류주현

박남세

심현태. 김범진

크리스마스 공동식사/여성 성도

12/30

김신화

안병국

심현태. 김범진

이형우/남성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