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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5월 12일

설교: 안영수 목

사
오전 11시

반주: 우상진 청

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 전 주(The Prelude)

반주

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98 (어버이)

인도자
인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회중: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인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회중: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인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회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인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회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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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에
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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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
다. 아멘.

† 개회찬송(Opening Hymn)
이

찬송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응답찬송(Responding Hymn)

보혈을 지나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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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진 청년

주기도문

다같이

말씀 (The Word)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창세기 21장 14절 - 19절

찬양(The Anthem)

인도자

우리 성가

대
설교(The Sermon)

“어머니의 눈물을 듣다”

안영수 목

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 및 봉헌(Offering)

찬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최광희 장로, 김유자 집

사
Are You Weary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안영수 목사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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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늘 Mother’s Day 친교



오늘 주일 점심 친교는 어머니 날(Mother’s Day) 축하기념으로 남성성도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니날 사진 촬영을 위해서 맥케이홀 현관(서쪽 출입구)에 포토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4. 다음 주(5/19) 예배 안내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구역별로 모여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교회 부흥회를 위한 기도 요청



교회 부흥회가 금요일(저녁7시), 토요일(저녁7시), 주일(오전11시)에 엄상일 목사님을 모시고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내어 참석하여 주세요.



하루에 오전와 오후로 나누어 각 각 아래 기도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세요.



1.강사 목사님(엄상일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
서





2.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찬양인도하게 하소서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5/12

우상진 청년

안영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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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흥회 기간 동안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서 부흥회만 집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