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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2019년 6월 9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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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36
인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회중: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인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회중: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인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회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인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회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인도: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회중: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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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다같이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응답찬송(Responding Hy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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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기도(Prayer of People)

최광숙 집사

주기도문

다같이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말씀 (The Word)
사도행전 2장 37절 - 42절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성찬식 (Holy Communion)

하이리 권사

우리 성가대
“성령 이후”

안영수 목사
김유자 집사, 최광희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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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Come into my heart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교회소식(ANNOUNCEMENTS)

† 파송의 찬양

정영아. 조정일 집사
안영수 목사
인도자

성령이 오셨네

다함께

1.허무한 시절 지날때 깊은 한숨 내쉴때When you breathe a deep sigh vanity childhood passes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And lamented that such a landscape you can see itne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Not leave you as orphans would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I will be with you forever and
(후렴)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Of my Lord sent the Holy Spirit is impeccable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오셔서Of our lives come to find himself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Dream the kingdom
2.억눌린 자 갇힌자 자유함이 없는 자Oppressed prisoner Freedom does not have party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Shelter who is the Holy Spirit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Where the Spirit of the Lord there's a true freedom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Spirit of Truth is impeccable

† 축도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 사도행전 Acts 2:37-42)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
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5)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7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very upset. They asked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Friends,
what shall we do?" 38 Peter said, "Turn back to Go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Then you will be given the Holy Spirit. 39 This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It is for
everyone our Lord God will choose, no matter where they live." 40 Peter told them many other things as well.
Then he said, "I beg you to save yourselves from what will happen to all these evil people." 41 On that day
about three thousand believed his message and were baptized. 42 They spent their time learning from the
apostles, and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They also broke bread g) and prayed together.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주세요.

3. 예배 순서 변화


오늘 부터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나눔 인사는 예배 시작 때 갖고, 광고는 설교 후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세요.

4. 다음 주일 (6/16) 예배 시간 변경


다음 주일(6/16) 은 골프 대회 준비관계로 예배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일 한 주간만 예배 시간이 변경되니 모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6/16) 아버지의 날 축하


다음 주일 점심 친교는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며 특별하게 모이겠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참여하여 주시고 주변의 아버지들도 초대하여 주세요.

6.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점심 친교 싸인 업 : 후반기 점심 친교를 통하여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
하여 주세요.



골프 펀드 레이징: 6월 16일 (다음 주일, 아버지 날) 오후 1시 30분, 리버밴드 골프 코스. 참석자들은 1시
까지 미리 도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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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 모임 방학: 토요 기도회와 아침 성경 공부 모임은 여름 기간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6/9

최광숙

하이리

정영아. 조정일

김유자.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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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