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4일 주일가정예배

*� 예배를 드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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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 � �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후렴)�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 � � � � �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2.�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 � �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3.�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 � �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4.�죄 사함 받은 후 새사람 되어서
� � �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하겠네

1.�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 �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me� thine� all� in� all."

(Chorus)� �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 � � � � � � � � �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washed� it� white� as� snow.

2.� Lord,� now� in-deed� I� find� Thy� pow'r,� and� thine� a-lone,
� �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melt� the� heart� of� stone.

3.� For� noth-ing� good� have� I� �Where-by� Thy� grace� to� claim;
� � I'll� wash�my� gar-ments�white� � In� the� blood� of� Cal-v'ry's� Lamb.

4.� And�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 � "Je-sus� died�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③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영광 보게 하소서

� 3.� 공동체 합심 기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가정에서 주일을 지키며,�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거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망의 자리로 쓸려 내려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찬송으로 주를 높이며,� 기도로 주를 바라고,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의 복을 주시고,�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눌린 성도들과 가정을 세워 주셔서

어떤 날에도 주를 바라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다시 주의 전의 뜰을 밟으며,�주의 성전에 모일 때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 나게 하시고

새 날을 시작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온 열방의 선교사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위에 더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영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 4.� 광고

◆ 주보 광고란 제일 위에 적어드린 금주의 신앙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 “� 이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정은,�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고

� � �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과,�동행 하며 동거 하겠습니다!

� � � 몸과 영혼의 중심을 잘 세워서,�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 � �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

◆ 교우 동정 :�최성수 장로님(최애경 권사님)�

� � � -� 뇌출혈로 입원 치료 후 회복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놀이터,� 주차장,� 화단 공사

� � � 놀이터 이전과 주차장 정비,� 화단정리 및 본당 지하로 들어가는

� � � 외부 휠체어 진입로 공사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 � � 다 마무리 되는데로 홈페이지에 소개 동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특별 구제헌금을 마감합니다.

� � � 지난 번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섬겨주신 코로나 특별구제헌금이

� �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본 교회

� � � 성도님들의 가정에 잘 전달되었습니다.�귀한 사랑의 나눔에

� � �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 � 주중에도 보내드리는 예배영상과 교육 자료들을 통하여

� � �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5.� 성경 봉독

& 요한복음 3:16-18

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 �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 �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

� 6.� 설교 “� 영단번(永單番)의 백신,�복음 ”� �
� � � � � � � � � � � � � 정유성 담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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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lish� Sermon� � Rev.� Joon� Park�
� “� My� Imperfect� Family...� And� God's� Perfect� Grace� (Part� 3)�
� � :� Resolving� Conflict� ”�

& Ephesians� 4:25-32� (ESV)

25� Therefore,� having� put� away� falsehood,� let� each� one� of� you� speak� the�
truth�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26� Be�
angry� and�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27�
and�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28� Let� the� thief� no� longer� steal,�
but� rather� let� him� labor,� doing� honest� work� with� his� own� hands,� so� that�
he� may�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anyone� in� need.� 29� Let� no�
corrupting� talk� come� out� of� your� mouths,� but� only� such� as� is� good� for�
building� up,� as� fits� the� occasion,� that� it� may� give� grace� to� those� who�
hear.� 30�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31�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along� with� all�
malice.� 32�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 7.� 봉헌 찬양 �

1.�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 � � 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 � �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렴에서 날 건지네
� � �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2.�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 � �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 � �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 � �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3.�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속에 누이셨네
� � �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 � � 승리하신 우리 주심 원수들을 물리쳤네
� � �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4.�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 � �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 � �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 � �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1.� In� Christ� alone,�my� hope� is� found� � He� is�my� light,� my� strength,�my� song
�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s� cease
� My� Comforter,� My� All� in� all� � �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2.�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 ‘ti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3.�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 And� as� he� stands� in� victory� �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me
� For� I� am� His� and� He� is�mine� �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4.� No� guilty� in� life,� no� fear� in� death� �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me
�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 Jesus� commands�my� destiny
�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man� � Can� ever� pluck�me� from� His� hand
� 'ti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 8.�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 예배를 마쳤습니다...�
V 예배 인증샷을 찍으셔서 보내 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