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권 19호
April 18, 2021

예배와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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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8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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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Kathy Miller

전주(The Prelude)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21번 (통합찬송: 13번)
인도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One: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다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All: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인도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One: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다같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All: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인도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One:
This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다갈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All: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인도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One: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다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All:
Feat the Lord, you his saints,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All):
The lions may frow bac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

인도자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
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
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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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응답찬송 (Response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조정일 집사
말씀 (The Word)

어린이 설교 (Message for Children)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Pastor Carrie Winebrenner

예레미야애가 3:19-26

조정일 집사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많이요
뿐예요
네게 축복 더하노라
네게 축복 더하노라

봉헌(Offering)

다같이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안영수 목사

교회소식(Announcements)
결단의 찬송(Doxology)
축도 및 폐회(Benediction and Postlude)

인도자
찬송가 268장 (통202)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같이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19-26 / Lamentations 3:19-26)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19 Just thinking of my troubles and my lonely wandering makes me miserable.
20 That's all I ever think about, and I am depressed.
21 Then I remember something that fills me with hope.
22 The LORD's kindness never fails! If he had not been merciful, we would have been destroyed. o)
23 The LORD can always be trusted to show mercy each morning.
24 Deep in my heart I say, "The LORD is all I need; I can depend on him!"
25 The LORD is kind to everyone who trusts and obeys him.
26 It is good to wait patiently for the LORD to save us.
(히브리서 Hebrews 4장 16절)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 So whenever we are in need, we should come bravely before the throne of our merciful God. There we will
be treated with undeserved kindness, and we will find help.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교회의 예배와 봉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실 온라인 방송 시스템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예배 중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에 협조하여 주세요.



오늘 교회학교 설교 말씀은 Pastor Carrie가 전해 주십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심현태 장로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 톡으로 알려드리는 유투브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
니다.

3. 푸드 도네이션


오늘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푸드 도네이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푸드 도네이션 리스트: Raisin Bran, Canned carrots, Cake mix, Frosting, Peanut butter Spam any variety, Beef stew, Hash

4.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예배 기도및 성경 봉독 담당: 4/25-윤웅철 장로, 5/2 –김신화 집사, 5/9– 류주현 집사



4월 정기 당회: 4월 20일 화요일 6:30pm



4월 운영위원회: 4월 25일 주일 예배 후



오늘 강단 꽃 봉헌은 하이리 권사께서 손녀 Kasey Chasse의 취업을 감사하며 봉헌하였습니다.



5월에 강단 꽃 봉헌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자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