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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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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전주(The Prelude)

반주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찬송가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1번 (통합찬송: 1번)
인도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One: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다같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All: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인도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One: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다같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All: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인도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One: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s in season
다갈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All: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인도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One: not so the wicked!
다같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All: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인도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One: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ement,
다같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All not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All):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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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다같이

윤정아 집사
말씀 (The Word)
출애굽기 14:13-16, 로마서 8:35-39

“우리는 이미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시리즈 12”

박남세 집사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찬양과 봉헌(Offering and Offertory)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같이

봉헌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Announcement)
결단의 찬양(Doxology)
축도 및 폐회(Benediction and Postlude)

안영수 목사
찬송가 620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안영수 목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송가 171장 )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13-16, 로마서 8:35-39 / Exodus 14:13-16, Romans 8:35-39)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13-16)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5-39)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매주일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성가대에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 시간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예배 헌금 시간에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마친 후에 추수 감사 디너 준비 관계로 미팅을 갖겠습니다.

3. 다음 주일(11/21) 안내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과 미국 회중을 초대하
여 추수 감사 디너를 맥케이 홀에서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푸드 리스트: Libby's Country Sausage Gravy (cans only), Stove Top Chicken orTurkey flavor

stuffing mix, Mini marshmallows, Canned yams , Cream of mushroom soup, French fried
onions, Turkey flavor gravy mix (packets), Boxed or bagged mashed potato mix, Canned
green beans, Brown sugar (small sizes)
4. 아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해 주세요


2022년도 헌금 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찾아 가세요. 헌금 봉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예배실 강단 꽃을 봉헌하기 원하시는 분은 안영수 목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예배기도및 성경 봉독 담당: 11/21 김현주 11/28 조정일 12/5 류주현



크리스마스 위시트리 점등식이 11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 요청: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해 주세요.


11월 정기 당회: 11월 16일 저녁 6시 30분



11월 운영위원회: 11월 28일 친교 시간 마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