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종려 주일”

*� 예배를 드리기 전에...�

V 주일 오전 9:30� 이나 11:00로 예배시간을 정해주시고,� 랩탑이나

� � 타블렛등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준비합니다.

V 정장은 아니더라도,� 가족모두가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입어주세요.

V 예배 전에 미리 정성껏 헌금봉투를 준비해서,� 준비해 주세요.

V 예배 전에는 가족들의 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한데 모아주세요.

V 이제,� 영상을 Play� 해 주세요...

� 1.�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Apostle� Creed� >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b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 2.� 찬양과 경배

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

1.�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 � �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 � �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3.� 못 박힌 손 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 � �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 � �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1.�When� I� sur-vey� the�won-drous� cross,� On�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 � �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 And� pour� con-tempt� on� all�my� pride.

2.� For-bid� it,� Lord,� that� I� should� boast,� � Save� in� the� death� of� Christ,�my� God;
� � � All� the� vain� things� that� charm�me�most,� � I� sac-ri-fice� them� to� His� blood.

3.� See,� from�His� head,� His� hands,� His� feet,� Sorrow� and� love� flow�ming-led� down;
� � � Did� e'er� such� love� and� sor-row�meet,� � Or� thorns� com-pose� so� rich� a� crown?

4.�Were� the�whole� realm� of� na-ture�mine,� � That� were� a� pres-ent� far� too� small;
� � � Love� so� a-maz-ing,� so� di-vine,� � De-mands�my� soul,�my� life,�my� all.� � A-men.

②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You� are� the� King� of� Glory� � You� are� the� Prince� of� Peace
You� are� the� King� of� heaven� and� earth� � You� are� the� Son� of� righteousness
Angels� bow� down� before� You� � They�worship� and� adore
For� You� have� the�words� of� eternal� life� � You� are� Jesus� Christ� the� Lor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 Hosanna� to� the� King� of� Kings
Glory� in� the� highest� heavens� � For� Jesus� the�Messiah� reigns

③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 Glor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 Power�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 Savior� is� Your� Name�

� 3.� 공동체 합심 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삶의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의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 종려 주일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린 나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공포는

이 미국 땅과 온 세계를 뒤 덮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날들 안에서도 순간 순간 고개를 들어 주를 보며,

조심스러운 일상 안에서도 주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잡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성도들의 육신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물질과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불편함과 고난을 미리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순간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광고

◆ 계속해서 주중가정예배 동영상을 화~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 또한 교육부와 EM사역자들도 주중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용

� � �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과 멤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일 예배를 각�가정에서 드리신 후에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계심에

� � � 감사드립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리운 교회 가족들을 만나는

� � � 기쁨의 통로가 되니 가능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가정예배의 헌금 관련 광고 드립니다.

1)� 특별 구제헌금� -�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돕

� � � 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마련한 특별헌금입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이

� � � 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별도의 봉투에 “특별 구제헌금”� 이라고 적으셔서� 준

� � � 비해 주시면 됩니다.

2)�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 부활주일 헌금 까지 총 5주 동안 모으신 주� �

� � � 일가정예배의 헌금을 부활주일 당일(12일)� 오후 5시까지 교회 본당로비 왼

� � � 편 벽에 부착된 철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나 안전상 힘드신� �

� � � 분들은,� 그 주간에 교회로 Check를 발송하셔도 됩니다.�

3)�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1달에 1번씩,� 위와 같은 방법으

� � � 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 성경 봉독

& 누가복음 19: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Luke� 19:28)

� 6.� 설교 “예루살렘을 향하여”� �
� � � � � � � � � � 정유성 담임 목사

///////////////////////////////////////////////////////////////////////////////

� English� Sermon� � Rev.� Joon� Park�
� “Palm� Sunday� 2020:� Those� Missed� Moments”�

& Mark� 11:1-10� (ESV)�

1� Now� when� they� drew� near� to� Jerusalem,� to� Bethphage� and� � � � �
� �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 � disciples
2� and� said� to� them,� “Go� into� the� village� in� front� of� you,� and� � � � � �
� � immediately�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
� � no� one� has� ever� sat.� Untie� it� and� bring� it.�
3� If� anyone� says� to�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
� � has� need� of�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immediately.’”�
4� And� they� went� away� and� found� a� colt� tied� at� a� door� outside� in� �
� � the� street,� and� they� untied� it.�
5� And� some� of� those� standing� there� said� to� them,� “What� are� you� �
� � doing,� untying� the� colt?”�
6� And� they� told� them� what� Jesus� had� said,� and� they� let� them� � � �
� � go.�
7� And�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n� �
� � it,� and� he� sat� on� it.�
8� And� many�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and� others� spread� �
� � leafy� branches� that� they� had� cut� from� the� fields.�
9� And� those� who� went� before� and� those� who� followed� were� � � � � � �
� �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 �
� � the� Lord!�
10�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
� � in� the� highest!”

� 7.� 봉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me.� Now,�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n� the� Son� of� God,�who� loved�me� and� gave� himself� for�me.

� �

� 8.�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 예배를 마쳤습니다...�
V 예배 인증샷을 찍으셔서

셀교회 게시판이나 모세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