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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4월 28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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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40
인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회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인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회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인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회중: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인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회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인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회중:
발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인도: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회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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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10장 전능왕 오셔서
Come, Thou Almighty King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보혈을 지나
By the blood of Jesus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가네
By the blood of Jesus into the arms of God By the blood of Jesus into the arms of him
By the blood of Jesus into His holy place Now I enter step by step
존귀한 주 보혈이 내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영을 새롭게 하네
Precious blood of my Jesus restore me, restore my spirit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교회소식(Announcements)
인도자
기도(Prayer of People)
안복남 권사
주기도문
다같이
말씀 (The Word)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4장 28-35절
이형우 집사
찬양(The Anthem)
우리 성가대

설교(The Sermon)

“일상에서 부활을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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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THE THANKSGIVING)
찬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안영수 목사

김현주, 임진아 집사

주만 바라볼찌라

안영수 목사
다같이

WE WILL SET OUR EYES ON YOU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HOW WE YEARN AND HOPE FOR THE LOVE HE HAS FOR US
HOW WE YEARN AND HOPE FOR THE PEACE FROM HIS LOVE
HOW WE YEARN TO LEARN THE DEPTH OF HIS LOVE THE LOVE OF OUR CREATOR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HOW WE SEEK TO WORSHIP AND PRAISE OUR LORD HOW WE SEEK TO BE GOOD LIKE YOU, O LORD
YOU HAVE CLEANSED US, SAVED US, AND SAID TO EACH OF US “YOU ARE MY TREASURED CHILD.”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OH LORD, WE KNOW YOU’RE WATCHING US WITH YOUR EYES OF EVERLASTING LOVE
O LORD, WE KNOW YOU HEAR OUR PRAYERS WITH YOUR EARS OF UNFAILING LOVE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YOU SHED A LIGHT TO THE DARKEST PATH AND YOU ANSWER EVERY PRAYER, BIG OR SMALL
NO MATTER WHEN IT IS OR WHERE WE STAND WE WILL SET OUR EYES ON YOU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Luke 24:28-35)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
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
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
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
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7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
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28 When the two of them came near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Jesus seemed to be going
farther. 29 They begged him, "Stay with us! It's already late, and the sun is going down." So Jesus
went into the house to stay with them. 30 After Jesus sat down to eat, he took some bread. He
blessed it and broke it. Then he gave it to them. 31 At once they knew who he was, but he disappeared. 32 They said to each other, "When he talked with us along the road and explained the
Scriptures to us, didn't it warm our hearts?" 33 So they got right up and returned to Jerusalem. The
two disciples found the eleven apostles and the others gathered together. 34 And they learned
from the group that the Lord was really alive and had appeared to Peter. 35 Then the disciples from
Emmaus told what happened on the road and how they knew he was the Lord when he broke the
bread.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교회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4월 운영 위원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여하여 주세요.

3. 다음 주일(5/5) 안내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세요.



성찬위원들과 예배 위원들은 오전10시 50분까지 목회자 사무실로 와서 기도한 후에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4.

부흥회를 위한 기도 요청



5월17일(금)-5월 19일(주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아래와 기도하여 주세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부홍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서 포트웨인의 영적 잔치가 되게 하소서

5.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5월 1일 :



매일성경 구입: 5,6월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양재선 장로님께 신청하여 주세요.



예배 위원들은 예배 전 10분전까지 목회자 사무실로 오셔서 기도로 준비한 다음 예배에 참여 하여 주세요.



교회부흥회: 5월 17일(금) - 19(주일). 저녁 7시. (주일은 11시) 기도로 준비하여 주세요.

화이트워터 벨리 (PCUSA)정기 노회 ( 먼시Muncie 제일 장로교회)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4/28

안복남 권사

이형우 집사

김현주/임진아

5/5

인도:최광희 장로
기도:이보형 장로

김신화 집사

김유자/최광희

5/12

우상진 청년

박남세 집사

김유자/최광희

어머니날 디너/남성성도

5/19

심현태 집사

김현주 집사

김유자/최광희

구역모임

5/26

백하은 청년

김유자 집사

김유자/최광희

박명희. 최광희/북부구역

최광희/동서구역
심현태/양재선

이형우/서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