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ird Sunday of Epiphany 주현절 세 번째 주일

January 24, 2021 — 9:15 A.M.

XSCRIPTURE READING 신약

XIndicates standing X표시 일어서기

Gathering

예배의 부름

PREPARATION & PRAISE 준비와 찬양
XSongs of Ascents 입례송
Bless the Lord, O My Soul
Connect Card
Catechism 신앙고백
Invocation 기원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 Isaiah 이사야 24:9-10
XSongs of Praise and Adoration 경배 찬양
Jesus Shall Reign (#231)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
Forevermore

Call to Worship. Worship is
something we offer to God
every day of our lives in
everything that we do. If we are
worshiping as we come in the
church doors, why do we have
a Call to Worship? Implied in
the phrase is the word
“corporate.” When we hear the
Call to (corporate) Worship, we
are called by God as one
community to worship Him
together. What is unique about
Sunday is not that we worship
on that day and not others; it is
that we worship together.

예배의 부름. 예배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CONFESSION 죄 고백
Call to Confession 참회의 부름 Psalm 시편 33:13-15
Prayers of Confession 참회의 기도
Promise of Forgiveness 죄 용서 선포 Psalm 시편 33:20-22
Song of Faith Our Only Hope

삶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갈 때 이미 예배의 삶을
산다면 우린 왜 예배의
부름이 필요한가? 여기에
회중이라는 것이 함축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DEDICATION 헌신
Call to Dedication 헌신의 부름 Isaiah 이사야 6:8
Tithes and Offerings 십일조와 봉헌
I Give Myself Away

Children's Dismissal (Nursery-4th Grade)
[After the offering, Parents may take children to Kids Korner (nursery) or Children's Worship.
Parents who have not checked their kids in before the service should do so now.]

PRAYER 기도

예배의 부름을 들을 때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주일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날에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Ways to give: offering box at rear of worship area, mail, digital (gracedover.com/give or text $ amount to 84321)
For more info, click the GIVE menu at http://gracedover.com
헌금은 예배 중 봉헌시간, 우편,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302-223-2382 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gracedover.com의 GIVE
페이지에 더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The Word 말씀
John 21:18-25
SERMON 설교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Rev. Israel Ruiz, City Church, Wilmington

Dismissal 파송

XHYMN OF CONSECRATION
I Surrender All (#366)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XBENEDICTION 축도
2 Thessalonians 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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