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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
과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라’는 말씀보다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내 상한 감정
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주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조롱했으며, 주님이 참
고 기다리신 것에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신 허
물들을 들춰내기에 바빴고, 나의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회복을 갈
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
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미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닮아 끝까지 사
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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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양성권 집사(1), 조용일 집사(2)
Prayer
찬송 및 봉헌········································ 342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사사기 16장 15-17절·····································인도자
Scripture
특별영상······················································ ··········································································
Special Movie
말씀선포·········································나실인의 착각································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 송·····································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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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순절기간입니다.
* 전교인 춘계심방이 진행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 교우동정 : 이윤정 (한국), 임정호(덴버), 장희진(출장), 한민영(한국)

오 늘 의 말 씀
사사기 16장 15-17절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
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이라
17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
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Judges 16: 15-17
15 "Samson," Delilah said, "you claim to love me, but you don't mean it!
You've made me look like a fool three times now, and you still haven't told
me why you are so strong."
16 Delilah started nagging and pestering him day after day, until he
couldn't stand it any longer.
17 Finally, Samson told her the truth. "I have belonged to God e) ever
since I was born, so my hair has never been cut. If it were ever cut off, my
strength would leave me, and I would be as weak as anyone else."

http://www.bskorea.or.kr/infobank/korSearch/korbibReadpage.aspx?version=GAE&book=jdg&chap=16&sec=1&cVersion=CEV^&fontString=12px&font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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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주 홍종목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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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교회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 2부예배 (주일 오후 2시)
841 W.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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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생일 / 배영자(5), 임미엘(21), 홍두성(27)?

산타페 한인 교회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Fellowship

2016년 3월 26일 (제 22권 13호)

홈페이지 www.santafekorchurch.net
김석훈목사 / seokhoon1004@gmail.com 626-27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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