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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랑되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화로 인해 하늘가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과 감사보다는 걱정

과 염려로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다시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부끄러움 밖에 없는 우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

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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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순 서

1부: 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2부: 2:00 P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예배의 부름············································································································인도자
Invocation
* 찬 송·························································2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윤형진, 조영랑 집사
Prayer
찬송 및 봉헌········································ 344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시편 50편 7절-15절······································인도자
Scripture

말씀선포······························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 송······················································ 460장·····················································다같이
Hymn
* 축 도············································································································김석훈 목사
Benediction

* 표시는 일어섭시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예배위원

* 교회학교 교사 - 김현주, Joel

교 회 소 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 VBS : 7월 18(화),19(수) , 시간과 물질로 봉사가 필요합니다.
* 2018년 교회달력 도네이션 하실분.
* 교우동정 : 한민영(한국)

* 목회동정 : 이번주 LA 출장,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국제 컨퍼런스 참석

오 늘 의 말 씀
시편 50편 7-15절

7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http://www.bskorea.or.kr/infobank/korSearch/korbibReadpage.aspx?version=GAE&book=psa&chap=50&sec=1&cVersion=CEV^&fontString=12px&font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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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한인 교회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Fellowship

2017년 6월 25일 (제 22권 26호)

홈페이지 www.santafekorchur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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