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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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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조롱했으며,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에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신 허물들을
들춰내기에 바빴고, 나의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회복을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
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미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닮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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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홍종목(1) 조영랑(2) 집사
Prayer
찬송 및 봉헌········································ 304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에베소서 6장 1절-4절····································인도자
Scripture

말씀선포····································부모에게 순종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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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부씩 받아가세요.
* 지역소식을 함께 담는 교회신문을 발행하려고 기도중입니다.
* 이번주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르신 효도여행신청, 봉사자 모집
* 교우동정 : 차녀결혼(이윤정), 김현숙, 한민영(한국) 브래드(출장)

오 늘 의 말 씀
에베소서 6장 1-4절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 Children, you belong to the Lord, and you do the right thing when

you obey your parent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says,

2 "Obey your father and your mother,

3 and you will have a long and happy life."

4 Parents, don't be hard on your children. Raise them properly. Teach

them and instruct them about the Lord.

http://www.bskorea.or.kr/infobank/korSearch/korbibReadpage.aspx?version=GAE&book=eph&chap=6&sec=1&cVersion=&fontString=12px&font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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