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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2월10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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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31
인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회중: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인도: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 내소서
회중: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인도: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회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인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회중: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인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회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인도: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회중: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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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183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다같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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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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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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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인도자
최광숙 집사
다같이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말씀 (The Word)
로마서 14장 7절– 9절

백하은 청년

찬양(The Anthem)

우리 성가대

설교(The Sermon)

“완전한 기준 세우기”

최지상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및 봉헌(Offering)

찬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Living for Jesus

조정일.심현태 집사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파송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til the Lord comes back - to the world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문, 좁은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안영수 목사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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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상 목사

오늘의 말씀 ( 로마서 Romans 14:7-9)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 Whether we live or die, it must be for God, rather than for ourselves. 8 Whether we live or die,
it must be for the Lord. Alive or dead, we still belong to the Lord. 9 This is because Christ died
and rose to life, so that he would be the Lord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지난 주일 설날 축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최지상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
하여 주세요.
3. 오늘 구역 모임
 매주 두번째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구역별로 모임을 가져 주세요.
 각 구역장님은 구역 모임 후 참석 인원을 목회자에게 알려 주세요.
4. 오늘 친교국 미팅
 지난 주에 있기로 했던 친교국 미팅을 오늘 구역 모임 후에 갖겠습니다.
5. 다음 주일(2/17) 안내
 매월 셋째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이 있는 주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참여
하여 주세요.
 추천품목: 씨리얼. 캔 음식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품목
(고향교회 담임, 전. 영락교회 교육총괄목사)
6. 홈리스 점심 제공 봉사 사역자 모집
 매월 4번째 목요일 점심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운타운 근처의 홈리스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현재 이 봉사에 우리 한국인 그룹에서는 2명의 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이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말씀하여 주
세요. (봉사 시간 : 9:00am –11:45am)
7. 아래 2월 일정을 참조하세요.
 2월 정기 당회: 2월 19일 (화) 저녁 6:30분
 2월 운영 위원회(봉사 위원회): 2월 23일 (주일)
 Annual Meeting 및 연합 예배: 2월 24일 오전 10시 : 애뉴얼 미팅, 오전 11시: 연합예배
(예배 후에는 친교실로 이동하여 한인 그룹의 친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2/10

최광숙

백하은

김동중/조정일

구역모임

2/17

안복남

박영일

김동중/조정일

신성임/서부구역

2/24

연합 예배

연합 예배

김동중/조정일

박재희/북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