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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전주(The Prelude)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3번 (통합찬송: 3번)
인도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One:
Answer me when I call you, O my righteous God.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다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All:
be merciful to me and hear my prayer.
인도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One:
How long, O men, will you turn my glory into shame?
다같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All: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s?
인도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One: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다갈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All: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인도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One:
in your anger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s,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다같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All:
Offer right sacrifices and trust in the Lord.
인도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One:
Many are asking, “Who can show us any good?”
다같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All: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upon us, O Lord.
인도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One: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
다같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All:
than when their grain and new wine abound.
인도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One: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다같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All):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다같이

Kathy Miller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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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어린이 설교 (Message for Children)

최지상 목사

목회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최지상 목사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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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The Word)
시편 8:1-9
“더 깊은 감사”
응답 (THE THANKSGIVING)
찬410 (통470) 내 평생에 가는 길

안영수 목사
안영수 목사

다같이
안영수 목사
인도자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시편 8:1-9 / Psalm 8:1-9)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
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Our LORD and Ruler, your name is wonderful everywhere on earth! You let your glory be seen n) in the heavens
above. 2 With praises from children and from tiny infants, you have built a fortress. It makes your enemies silent, and
all who turn against you are left speechless. 3 I often think of the heavens your hands have made, and of the moon and
stars you put in place. 4 Then I ask, "Why do you care about us humans? Why are you concerned for us weaklings?"
5 You made us a little lower than you yourself, and you have crowned us with glory and honor. 6 You let us rule everything your hands have made. And you put all of it under our power-- 7 the sheep and the cattle, and every wild animal,
8 the birds in the sky, the fish in the sea, and all ocean creatures. 9 Our LORD and Ruler, your name is wonderful everywhere on earth!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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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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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회 현장 예배 재개



2월 21일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방송도 제공됩니다.



2가지 옵션이 제공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교회 현장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및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진행됩니다.



2월 21일은 올해 부활절(4/4)을 앞두고 시작되는 사순절(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40일간의 시간)의 첫번째 주
일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에도 일어나서 팬데믹 상황이 빨리 치
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4.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벽걸이용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연락주세요.



정지인 청년이 우리 교회 스텝으로서 전체(미국회중 포함)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하
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정지인 청년(260-444-8658)에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