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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오전 11시

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나아옴 (THE APPROACH)
전주(The Prelude)

반주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나는 예배자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예배부름(Call to Worship)

인도자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인도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One:
Praise awaits you, O God, in Zion;
다같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All:
to you our bows will be fulfilled.
인도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One:
O you, who hear prayer, to you all men will come.
다같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All:
when we were overwhelmed by sins,
인도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One:
you forgave our transgressions.
다갈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All:
Blessed are those you choose and bring near to live in your courts!
인도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One:
We are filled with the good things of your house, of your holy temple.

다같이:
All:
인도자:
One:
다같이:
All:
인도자:
One:
(다같이):
(All):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you care for the land and water it; you enrich it abundantly.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The streams of God are filled with water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to provide the people with grain,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The meadows are covered with flocks and the valley are mantled with grain;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they shout for joy and sing.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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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 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다같이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다같이

양재선 장로
말씀 (The Word)
민수기 Numbers 35:9-15

윤정아 집사

“도피성과 같은 교회”

안영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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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교회소식(Announcement)

결단의 찬양(Doxology)

꽃들도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인도자
안영수 목사

다같이

축도 및 폐회(Benediction and Post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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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Numbers 35:9-15)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
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
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
리라
9 The LORD then told Moses 10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After you have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are settled in Canaan 11choose Safe Towns, where a person who has accidentally killed someone can run
for protection. 12 If the victim's relatives think it was murder, they might try to take revenge. Anyone accused of murder can run to one of these Safe Towns for protection and not be killed before a trial is held.
13 There are to be six of these Safe Towns 14 three on each side of the Jordan River 15 They will be places of protection for anyone who lives in Israel and accidentally kills someon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 후 친교실로 이동하여 점심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초대되었으니 참석하여 주세요.

3. 다음 주일(8/7)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성찬식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친교국 회의가 있습니다.

3.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이번 학기에 PFW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을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분은 안영수 목사
에게 말씀해 주세요. (책상, 의자, 침대 프레임, 커피포트, 책꽃이, 책상 램프, 냄비 그릇, 후라이팬, 인터넷 공유기
(Router))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출타를 계획중인 분은 목회자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토요 성경모임을 여름 기간 동안 휴식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토)부터 성경모임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4. 아래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8월 14일 주일은 Back Pack blessing day입니다. 이 날에는 예배 중에 학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
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메는 백팩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8월16일(화) 오후 6시 30분, 8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9월 11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전체 교인(미국회중 포함)이 함께 모여 식사 하며 교제하는 Rally Sunday 행사가 멕케
이 홀에서 있습니다.



10월 15일(토)-16(주일)까지 포트웨인 걸스카웃 리트릿 센터에서 제일장로교회 한인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7,8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촛불점화

7/31

양재선

윤정아

양재선. 김현주

8/7

조정일

김현숙

윤웅철, 윤정아

8/14

임진아

안지연

윤웅철, 윤정아

8/21

김유자

토드

윤웅철, 윤정아

8/28

윤정아

조정일

윤웅철, 윤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