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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5월 26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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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35
인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회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인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회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인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회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회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도: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회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 즉
인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회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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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다같이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응답찬송(Responding Hymn)

다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Abide in me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교회소식(Announcements)

인도자

기도(Prayer of People)

하이리 권사

주기도문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다같이

말씀 (The Word)
요한복음 8장 1절 - 11절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김유자 집사

우리 성가대
“네 손의 돌을 내려 놓으라”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 및 봉헌(Offering)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찬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Come into my heart

최광희 장로, 김유자 집사
안영수 목사

† 파송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함께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It is my Lord God who made me It is my Lord God who called me
It is also my Lord God who sent meAll that I am, it is the grace of God
나의 달려갈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하시니 나의 나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Till the end of my path to run Till the very last breath of mine
He makes me bear that cross of His All that I am, it is the grace of God
한량없는 은혜 갚을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The endless grace of God Grace I can never repay Embracing my life It is the grace of God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With no more hesitance My food set on that land Holding me so tight It is the grace of God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John 8:1-11)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
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
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
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 but Jesus walked out to the Mount of Olives.2 Then early the next morning he went to the temple.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n) and started teaching them. 3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brought in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bed
with a man who wasn't her husband. They made her stand in the middle of the crowd. 4 Then they said,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sleeping with a man who isn't her husband.5 The Law of Moses teaches that a woman like this should be stoned to death! What do you say?"
6 They asked Jesus this question, because they wanted to test him and bring some charge against him. But Jesus simply bent over and started
writing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7 They kept on asking Jesus about the woman. Finally, he stood up and said, "If any of you have never
sinned, then go ahead and throw the first stone at her!"8 Once again he bent over and began writing on the ground. 9 The people left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oldest. Finally, Jesus and the woman were there alone. 10 Jesus stood up and asked her, "Where is everyone? Isn't
there anyone left to accuse you?"11 "No sir," the woman answered. Then Jesus told her, "I am not going to accuse you either. You may go
now, but don't sin anymor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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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3. 오늘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마친 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하여 주세요.

4. 다음 주일 (6/2)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임직 예배로 11시에 본당에서 미국 회중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한인 회중은 친교실로 이동하여 친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5. 토요 모임 안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는 아침 기도회, 오전 8시에는 말씀 나눔 시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하여 주세요.

6.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골프 펀드 레이징: 6월 16일 (주일, 아버지 날) 오후 1시 30분, 리버밴드 골프 코스



친교국 미팅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부장및 부원임명: 부장-김유자 집사, 부원-박남세 집사, 양재선 장로, 최광희 장로



최지상 목사님 가족이 비자 갱신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 과
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5/26

하이리

김유자

김유자. 최광희

6/2

인도:이보형
기도:양재선

김범진

정영아. 조정일

6/9

최광숙

하이리

정영아. 조정일

구역 모임

6/16

조영애

얀

정영아. 조정일

공동식사/아버지의날

6/23

이형우

박영일

정영아. 조정일

김신화/동서구역

6/30

백하은 청년

임진아

정영아. 조정일

다이애나, 최광숙/북부구역

박명희.최광희/북부구역
김유자. 최광희

김범진.유영연/서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