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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3월10일
오전 11시

설교: 안영수 목사
반주: 우상진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34
인도자
인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회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인도: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회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인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회중: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인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회중: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인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회중: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인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회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인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회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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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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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Standing on the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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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교회소식(Announcements)

다같이
인도자

기도(Prayer of People)
주기도문

하이리 권사
다같이

말씀 (The Word)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마태복음 13장 24절 - 30절

“그대 분노하지 말아라”

박남세 집사
우리 성가대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 및 봉헌(Offering)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파송의 찬양

찬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Go, carry thy Burden to Jesus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이리 권사, 심현태 집사
안영수 목사
다같이

You’re my Lord,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You’re my Lord, the almighty God You have no any unable matter
You make through with our desire our thought and motion You hold all our vision and hope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You’re my Lord, the faithful God You can change all our suffering
You work miracle with majesty You make the dead stand No one over will stand high above God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함없네
Now I see you, amazing Lord, Throwing a net in a deep place All I can do now is rely on your words
Now I see you, amazing Lord, Throwing a net with my faithfulness There is no unable thing to the faith.

† 축도 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 마태복음 Matthew 13:24-30)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
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
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
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24 Jesus then told them this story: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what happened when a farmer
scattered good seed in a field. 25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an enemy came and scattered
weed seeds in the field and then left. 26 When the plants came up and began to ripen, the farmer's
servants could see the weeds. 27 The servants came and asked, "Sir, didn't you scatter good seed
in your field? Where did these weeds come from?" 28 "An enemy did this," he replied. His servants
then asked, "Do you want us to go out and pull up the weeds?" 29 "No!" he answered. "You might
also pull up the wheat. 30 Leave the weeds alone until harvest time. Then I'll tell my workers to
gather the weeds and tie them up and burn them. But I'll have them store the wheat in my barn."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3. 오늘 구역모임 안내
 매주 두 번째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구역별로 모임을 가져 주세요.
 오늘 구역모임은 남성 그룹, 여성 1그룹, 여성 2그룹으로 모여 진행합니다.
 이 모임 방식은 오늘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그룹을 배정받고, 점심 식사는 소속된 그룹에서 하시며 구역 모임을 진행 주세요.
4. 다음 주일(3/17)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준비된 봉투를 받아 가세요.
 다음 주일 설교는 황병선 강도사( 컨콜디아 신학교 박사 과정)께서 말씀 증거합니다.
5. 사순절 읽기 자료
 지난 수요일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
가?”입니다. 생활과 생각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 주세요.
 교회에서 단체로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소설책
입니다.모두 구입하여 사순절 기간동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의 가격은 한국어
는 권당 10불, 영어는 권당 7불입니다.
6.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사순절 시작: 3월 6일 (재의 수요일) - 이 때부터 부활주일인 4월 21일까지를 사순절(Lent) 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요일 아침 기도회와 말씀 나눔 시간에 보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
하시는 분은 목회자와 상담해 주세요.
 시리아 선교사 방문: 3월 24일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선교 보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시 예배 후에 맥케이 홀
로 가시면 점심 식사와 함께 선교 보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중 주최)
 기도요청: 김범진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가족과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휴가: 안영수 목사(토요일까지)
 교회 거라쥐 세일이 4월 12일(금), 13일(토) , 이틀동안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3/10

하이리 권사

박남세 집사

하이리/심현태

구역모임

3/17

정영아 집사

김동중 집사

하이리/심현태

공동식사/서부구역

3/24

이형우 집사

임진아 집사

하이리/심현태

조정일/북부구역

3/31

조정일 집사

김영연 집사

하이리/심현태

김유자, 임진아/동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