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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

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데 인색한 우리를 용서하 여
주옵소서. 작은 의심이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을 원망
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상한 내 감정 에 집
착하며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회개보다는 어쩔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데 익숙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 서.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타인을 향해 지적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 을 향해 겸손
하고 타인을 향해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 와 자매의 연약
함에 불평하기보단 소리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 소서. 과거의 상
처와 아픔에 묶여 부정적인 상한 감정으로 삶의 동기 를 만들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삶의 동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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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장종혁 집사
Prayer
찬송 및 봉헌········································ 404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사도행전 2장 44절-47절·································인도자
Scripture

말씀선포······································교회의 교회다움······························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 송······················································ 245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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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배후 족구결승전이 있습니다.
* 교회요람이 나왔습니다. 예배후 가정당 한부씩 받아가세요.
* 교우동정 : 윤형진(볼티모어),이윤정(오클라호마),김현숙,정순이,한민영(한국)

오 늘 의 말 씀
사도행전 2장 44-47절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2)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 They spent their time learning from the apostles, and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They also broke bread and prayed together. 43 Everyone was amazed by the

many miracles and wonders that the apostles worked. 44 All the Lord's followers often

met together, and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45 They would sell their property and

possessions and give the money to whoever needed it. 46 Day after day they met

together in the temple. They broke bread together in different homes and shared their

food happily and freely, 47 while praising God. Everyone liked them, and each day the

Lord added to their group others who were being saved.(Acts 2:44-47)

http://www.bskorea.or.kr/infobank/korSearch/korbibReadpage.aspx?version=GAE&book=act&chap=2&sec=1&cVersion=CEV^&fontString=12px&font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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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한인 교회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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