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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나아옴 (THE APPROACH)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전주(The Prelude)

다같이

반주자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93번 새해(1) (통합찬송: 67번)
인도자
인도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One:
In the beginning you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다같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All: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인도자: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One: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다같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All: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인도자: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One: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다갈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All: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인도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One:
You we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다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All: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인도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On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다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All: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인도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One:
“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다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All):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
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
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개회찬송 (Opening Hymn)

찬88 (통88) 내 진정 사모하는

다같이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어린이 설교 (Message for Children)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최지상 목사
말씀 (The Word)
출애굽기 40:34-38
“변화는 어떻게 시작하나”
응답 (THE THANKSGIVING)

성찬식 (The Holy Communion)
봉헌(Offering)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교회소식(Announcements)
축도 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안영수 목사
다같이

찬370 (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같이
안영수 목사
인도자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0:34-38 / Exodus 40:34-38)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4 Suddenly the sacred tent was covered by a thick cloud and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35 And so, Moses could not enter the tent.
36 Whenever the cloud moved from the tent, the people would break camp and follow;
37 then they would set up camp and stay there, until it moved again.
38 No matter where the people traveled, the LORD was with them. Each day his cloud was over the tent, and
each night a fire could be seen in the cloud.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

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하여 현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온
라인 예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참여하여 주세요.



예배 동영상은 유투브 링크와 함께 교회 공식 홈페이지 (www.firstpresfortwayne.org)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이 가능 합니다. Get Involved -> Give 를 이용 해 주세요.



오늘 예배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떡과 잔을 준비하여 참여하여 주세요.

3.

다음 주일(1/10) 예배 안내



매월 둘째 주일은 사랑의 바구니 선교헌금의 주일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생
각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주세요.

4.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교회에서 새해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별로 각각 1부씩 가져 가세요.



벽걸이용 달력은 이번 주 중으로 도착예정입니다.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변경된 주소를 이용하여 주세요.
교회 주소: First Presbyterian Church, Attn: Financial Office PO Box 10390, Fort Wayne, IN 46852



온라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간단한 소감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