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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친교

포트웨인 제일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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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장로: 최광희 이보형 양재선 김유자 심현태

2022년 1월 9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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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전주(The Prelude)

반주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찬송가 32 만유의 주재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2번 (시편 2편)
인도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One: Why do the nations conspir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다같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All: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인도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One: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다같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All: “Let us break their chains,” they say, “and throw off their fetters.”
인도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One: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s;
다같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All: The Lord scoffs at them.
인도자: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One: Then he rebukes them in his anger and terrifies them in his wrath, saying,
다같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All: “I have installed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인도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One: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다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All: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인도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One: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다같이):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All):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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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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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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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하지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말라 네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내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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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권사
말씀 (The Word)
고린도후서 4:16-18

백하은 Brittney Bressler 청년

“속사람이 강건하게”

안영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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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봉헌 기도

다같이
인도자

교회소식(Announcement)
결단의 찬양(Doxology)

안영수 목사
은혜-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축도 및 폐회(Benediction and Post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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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4:16-18 / 2 Corinthians 4:16-18)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6 We never give up. Our bodies are gradually dying, but we ourselves are being made stronger each day.
17 These little troubles are getting us ready for an eternal glory that will make all our troubles seem like nothing.
18 Things that are seen don't last forever, but things that are not seen are eternal. That's why we keep our
minds on the things that cannot be seen.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일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교회 건물 안에서와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여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청소년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오후 12시 15분 부터 1시 30분까지 유스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안영
수 목사가 인도합니다.

3. 다음 주(1/16) 예배 안내


다음 주일 설교는 애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임현철 목사님이 설교 통역을합니다.



안영수 목사는 미국 회중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January Food Pantry Grocery List :Boxed or bagged dry cereal Peanut butter Crackers (saltine,
club, oyster, etc.), Mashed potato mixes Macaroni & cheese mixes, Hamburger helper (any variety), Boxed or bagged macaroni or noodles, Family size soup (any flavor).

4. 토요 성경 공부 시작


교재는 매일 성경 1, 2월호 입니다. (한권당 10불)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생활을 서로 이야기 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없이 참석하여 주세요

5.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1월 기도 담당: 1/16 윤웅철 1/23 임진아 1/30 김동중



1월 성경 봉독: 1/16 얀 1/23 최건희 1/30 백혜인



1월 안내 위원및 촛불 점화: 임진아, 윤정아 집사



1월 당회: 1/18일 (화) 저녁 6시 30분



1월 운영위원회: 1/23일 (주일) 예배 마친 후



Hana Klub 모임: 1/28일 ( 금) 네이키트 찹스틱 6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