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4월 22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로의 부름
찬양
*기도
*찬송
*교독문
*찬송

인도: 김성진 집사
주기도문

다 함께

만 입이 내게 있으면(23장)

사랑이 없는 곳에는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다 함께

77번
그 참혹한 십자가에(269장)

다 함께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에는

다 함께

일과 수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김성진 집사
주 예수 넓은 사랑(497장)

말씀

다 함께

실상은 열매뿐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언제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명환 목사
오직 우리의 주님을 사랑만 하고자 하고

-신앙의 길 5: 언제나 주인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

참된 산 사랑만 이어지고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35-48절)
*찬송

사랑과 열매
일은 있어도, 수고는 있어도

기도
찬송

순례자의 묵상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176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만사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중심에는
사랑하는 주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32-38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금 갔을 때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바라보며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므로 사랑하는 주님만이 남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길과 수고는
사랑하는 이와의 사이의 열매인 것입니다.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더욱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므로
더욱 열매가 풍성하길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빈 그릇

“그리스도 안에는

갈보리 십자가
조명철

이양우

주님 감사합니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너무나 바쁘고

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복잡함으로 가득 찬 시간과 삶 속에서 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주님을 위해 저의 삶의 모두를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비워드리고 싶습니다.

PALOUSE KOREAN CHURCH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너무나 담을 것이 많아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내 영혼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채워나갈 수 있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지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 오늘 이 순간도

더욱 주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제게 다가오시어서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음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채워가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못난 부분은

남은 삶의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로 넘겨 버리고,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빈 그릇으로

벗되신 주님께 마음을 묶어봅니다.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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