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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황병선 목사
설교: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오전 11시
나아옴 (THE APPROACH)
전주(The Prelude)

반주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다같이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인도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One: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다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All: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인도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One: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다같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All: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인도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On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인도자

예수 우리 왕이여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All: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인도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On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다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All:
one God and Father of all,
(다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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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
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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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
1절: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In this quiet place with You, I bow before Your throne
I bare the deepest part of me to You and You alone
I keep no secrets for there is no thought you have not known
I bring my best and all the rest To you and lay them down
2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You faithfully supply all my needs According to Your plan
So help me, Lord to seek Your face Before I seek Your hand
And trust You know what's best for me When I don't understand
Then follow in obedience In every circumstance
후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And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in me Is Yours completely 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다같이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다같이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설교(The Sermon)

황병선 목사
말씀 (The Word)
고린도전서 1Corinthian 15:51-58

안병국 청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안영수 목사

All Saints 촛불점화 (Remembrance of Loved Ones)
성찬식 (Holy Communion)

찬양과 봉헌(Offering and Offertory)

다같이
성찬위원: 김유자 장로, 최광희 장로
응답 (THE THANKSGIVING)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만날 때 까지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다같이
인도자

교회소식(Announcement)
결단의 찬양(Doxology)

다같이

황병선 목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Gathered here, with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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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 Corinthian 15:51-58)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
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
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
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
이라
51 I will explain a mystery to you. Not every one of us will die, but we will all be changed. 52 It will happen suddenly, quicker than the blink of an eye. At the sound of the last trumpet the dead will be raised. We will all be
changed, so that we will never die again. 53 Our dead and decaying bodies will be changed into bodies that
won't die or decay. 54 The bodies we now have are weak and can die. But they will be changed into bodies
that are eternal. Then the Scriptures will come true, "Death has lost the battle! 55 Where is its victory? Where
is its sting?" 56 Sin is what gives death its sting, and the Law is the power behind sin. 57 But thank God for
letting our Lord Jesus Christ give us the victory! 58 My dear friends, stand firm and don't be shaken. Always
keep busy working for the Lord. You know that everything you do for him is worthwhil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예배와 친교, 예배 안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All Saints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돌아가신 가족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점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친교실로 이동하여 친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3.

다음 주일(11/13) 안내



다음 주일은 사랑의 바구니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이 헌금은 한국의 탈북 청소년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4.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아직 2023년도 헌금 작정을 못하신 분은 예배실 의자에 비치되어있는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시간에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토요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부터 9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매주 말씀을 나누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1월 강단 꽃 장식: 11/6-김유자 장로, 11/12-안영수 목사, 11/20-박영일 집사

5. 아래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다음 주일 설교는 황병선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11월 정기 당회: 11월 15일(화) 저녁 6시 30분



추수 감사절 한국전쟁 참전군인 초청 디너: 11월 20일 주일 예배 후 맥케이 홀에서 미국 회중과 연합으로
있습니다. 이 날 디너 이후에 크리스마스 위시 트리 장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위시트리 점등식: 11월 23일 (수) 저녁 6시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촛불점화

11/13

임진아

백혜인

김동중,조정일

11/20

김동중

강 설

김동중,조정일

11/27

윤정아

오한솔

김동중,조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