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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1월13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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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28
인도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같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다같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인도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다같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도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인도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다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인도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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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
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
습니다. 아멘.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88 내 진정 사모하는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 응답찬송(Responding Hymn)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인도자
다같이

I will sing un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I will sing un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life in me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My meditation of Him shall be sweet I will be glad, I will be glad in the Lord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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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인도자
이형우 집사
다같이

말씀 (The Word)
고린도전서1Corinthians 1:18-25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심소희 집사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우리 성가대
“다르게 믿어보기 2-다르게 전도하기”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 파송의 찬양(Benediction Response)

찬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Lift your eyes and look to heaven

이형우 집사.양재선 장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안영수 목사
다같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1.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2.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3.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후렴)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By gracious powers so wonderfully sheltered, and confidently waiting come what may,
we know that G od is with us night and morning,and never fails to greet us each new day.
Y et is this heart by its old foe tormented, still evil days bring burdens hard to bear;
O h,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sure salvation for which, O Lord, Y ou taught us to prepare.
And when this cup Y ou give is filled to brimming with bitter suffering, hard to understand,
we take it thankfully and without trembling, out of so good and so beloved a hand.
Y et when again in this same world Y ou give us the joy we had, the brightness of Y our S un,
we shall remember all the days we lived through, and our whole life shall then be Y ours alone.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Corinthians 1:18-25)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2)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8 The message about the cross doesn't make any sense to lost people. But for those of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God's power at work. 19 As God says in the Scriptures,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all who claim to be wise. I will confuse
those who think they know so much." 20 What happened to those wise people? What happened to those experts in the
Scriptures? What happened to the ones who think they have all the answers? Didn't God show that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 21 God was wise and decided not to let the people of this world use their wisdom to learn about him.
Instead, God chose to save only those who believe the foolish message we preach. 22 Jews ask for miracles, and Greeks
want something that sounds wise. 23 But we preach that Christ was nailed to a cross. Most Jews have problems with this,
and most Gentiles think it is foolish.24 Our message is God's power and wisdom for the Jews and the Greeks that he has
chosen.25 Even when God is foolish, he is wiser than everyone else, and even when God is weak, he is stronger than
everyone els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교회의 친교에 관련한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친교국과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북한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하늘꿈
학교로 지원됩니다.
 새해 기도문을 작성하셨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목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3.


4.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오늘 구역 모임
오늘 예배후에는 모두 친교실로 이동하여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준비된 교재로 구역 모임에 임하여 주세
요.
각 구역장님은 교재에 안내된 대로 결과들을 안영수 목사에게 알려 주세요.
2019년 헌금 작정 추가 신청
2019년도에 헌금 작정을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헌금 작정서가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교회에서는 1월 말까지 헌금 작정서를 접수 합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5. 패밀리 스키 트립
 우리 교회 CYF(Children, Youth, and Family)사역팀은 1월 29일(주일) 1부 영어 예배 (아침 9시)를 마친 후
미시간에 있는 Swiss Vallley로 스키트립을 갑니다.
 관심있는 분은 이번주 화요일(15일)까지 최지상 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세요. (저녁 8시 30분경 포트웨인 도착
예정, 스키장 이용료 일인당25불 (점심 저녁 식사 비용 제외)
6.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수요 가족 모임: Bill 목사님 인도로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교회에서 수요 가족 모임이 있습
니다. 모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행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여 주세요.
 1월 당회: 1월 15일 (화) 저녁 6시 30분
 토요 아침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 아침 예배와 기도회
 토요 묵상 나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매일 성경 나눔 (교회학교 자녀들은 최지상 목사님
과 따로 모임을 갖습니다).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1/13

이형우

심소희

이형우/양재선

구역 모임

1/20

김동중

김신화

이형우/양재선

하이디/청년부

1/27

심현태

샤이엔

이형우/양재선

김현선/남성 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