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주 봉헌 기도 다음주일기도
1부 이윤정 한순희 임미엘 임정호
2부 조영랑 조명자 배용호 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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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지 못

하여 확신도 열정도 없이...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

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였

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

기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

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힘있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지 못

하여 확신도 열정도 없이...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

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였

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

기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

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힘있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일 예 배 순 서
1부: 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2부: 2:00 P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예배의 부름············································································································인도자
Invocation
* 찬 송·························································2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임미엘, 배용호 집사
Prayer
찬송 및 봉헌········································ 344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시편 100편 1절-5절······································인도자
Scripture

말씀선포···········································또 감사하라···································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 송···················································감사찬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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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식사봉사 월/ 장종혁 화/ 홍종목 수/ 임정호

간식봉사 장희진 , 점심봉사, 교사봉사, 워터에어바운스
* 교우동정 : 한민영(한국) 정순이(뉴저지) 박은정(휴가) 홍종목(가정사)

오 늘 의 말 씀
시편 100편 1-5절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 Shout praises to the LORD, everyone on this earth.

2 Be joyful and sing as you come in to worship the LORD!

3 You know the LORD is God! He created us, and we belong to him;

we are his people, the sheep in his pasture.

4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as you enter his temple.

5 The LORD is good! His love and faithfulness will las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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