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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안영수 목사
반주: 안병국 청년
†Those who are able please stand
나아옴 (THE APPROACH)

평화의 인사(Sharing Peace)

다같이

† 전 주(The Prelude)

반주자
† 예배부름(Call to Worship)
교독문 34
인도자
인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회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인도: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회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인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회중: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인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회중: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인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회중: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인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회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인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회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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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아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능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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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찬송(Opening Hymn)

찬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Standing on the Promises

참회의기도(Prayer of Confession)
용서의선언(Assurance of Pardon)
응답찬송(Respond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Come Holy Spirit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Come Holy Spirit here and now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Come Holy Spirit here and now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x2)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x2)

기도(Prayer of People)
주기도문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심현태 집사
다같이

말씀 (The Word)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6장 10-12, 18절

찬양(The Anthem)
설교(The Sermon)

류주현 집사
우리 성가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시리즈2)”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결단의 찬양 및 봉헌(Offering)

찬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Go, carry thy Burden to Jesus

봉헌 기도(Prayer of Dedication)

안영수 목사

교회소식(ANNOUNCEMENTS)
† 파송의 찬양

박남세, 임진아 집사

인도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같이

You’re my Lord,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You’re my Lord, the almighty God You have no any unable matter
You make through with our desire our thought and motion You hold all our vision and hope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You’re my Lord, the faithful God You can change all our suffering
You work miracle with majesty You make the dead stand No one over will stand high above God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함없네
Now I see you, amazing Lord, Throwing a net in a deep place All I can do now is rely on your words
Now I see you, amazing Lord, Throwing a net with my faithfulness There is no unable thing to the faith.

† 축도 및 폐회(Charge and Blessing)

안영수 목사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10-12, 18)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라
10 Finally, let the mighty strength of the Lord make you strong. 11 Put on all the armor that God gives, so you
can defend yourself against the devil's tricks. 12 We are not fighting against humans. We are fighting against
forces and authorities and against rulers of darkness and powers in the spiritual world.
18 Never stop praying, especially for others. Always pray by the power of the Spirit. Stay alert and keep praying for God's people.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 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성가대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참여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앉아서 진행해주세요.

3. 다음 주일 (3/15) 안내.


다음 주일은 푸드 도네이션이 있는 주일입니다.

4.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작: 2월 26일 (재의 수요일) - 이 때부터 4월 12일까지를 사순절(Lent)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경건생활(기도와 말씀읽기) 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3월 정기 당회 : 3월 17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모임 : 3월 29일 주일(매월 4번째 주일).

날짜

주일기도

성경봉독

안내봉헌

성찬위원

친교 봉사/정리

3/8

심현태

류주현

박남세, 임진아

구역 모임

3/15

김유자

김영연

박남세, 임진아

안복남/ 동서 구역

3/22

임진아

김현숙

박남세, 임진아

김유자.최광희/북부 구역

3/29

김현주

우상진

박남세, 임진아

북부 구역/ 동서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