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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배 의 부름·…………………………………… .. .. ... ... . ………………………………·……………·인 도자 
Invocation 

* 찬송……………………………… ...... ………………· 1 장……………… .... ………………………… .. 다같이 
Hymn 

* 신앙고백……………… .. ... .. .. ... ..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 교독문………………………………… .. 73 번 (종교개 혁 주일 )………………………… ... .. …· 다같이 

Resoonsive Reading 

기 도………·………………………………………………………………… ..... …………………· 장희 진 집 사 
Praye,· 
찬송, 봉현 .. ………………… ..... . … ... .... ……· 384장……………·………… .. ... . … .... ……… ·다같이 

Hyrnn & Offering 
교회소식………………………………………… .. ……………······………… .. .. ... ……… ·……………인도자 

Annou 1icernent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장 1 5-18절 ...... …………………… .. 인도자 
Scripture 
말씀선포………………………………· 개 혁 해 야 합니 다… ... .... … .. … .. .. .. …·김 석 훈 목사 
Preaching 

* 찬송 ...... ………………………………… .... .... ...... 333장………………………… ... ……… ......... 다같이 
日yrnn

* 축도…………………………… .. .. …………………… ...... … .. ………………………… ..... …… 김 석 훈 목사 
Benediction 

표시는 일이 ~j 시나 (Plecise stc111d up if you c11€ c1l泥 le)

반 주: 이윤정 집사 

봉헌위원 한순희 권사 
교회학교 교사: 김현주 임미엘 조엘 

다음 주일 기도: 조용일 집사 

* 

교 회 소 식 
예배에 잠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창립 20주년 기넘 부흥회 (노진준,강신형목사) 1 - 4일 

(오후6시 ), 5 일(주일 11 :30 ) , 장소: 화이 트락 장로교회 

온라인 20일 새벽기도 (facebook) 진행중, 연합성가대 

교우동정 : 한민영(한국)， 윤형진 ,이관수(타주출장 ) 

교독문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니의 하니님이시요 나의 피 할 바위시요 니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를 하나님의 말씀올 듣고 지기는 자기 복이 있느니리 하시 니리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는 하나님의 의가 니타나서 믿 음으로 믿음에 이 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 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망에 거하면 침 내 제자기 되 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리라 

우 리 주 예 수 그리 스도로 밀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둘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 

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 늘 의 말 씀 요한복음 21장 15-18절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나 하 
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 

나이다 이르시도| 내 양을 지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르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 
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Church 

2017 년 10월 29일(제 21 권 44호) 

주일 예배 

- 1 부(오전 11 :30) -
White Rock Presbyterian Church에서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2부(오후 2:00) -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에 서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87501 

창립기념 온라인 새 벽기도회 

Facebook 6:00 am 

교회 흠페이 지 

www.santafekorchur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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