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2월 28일 주일 가정예배

*�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V 주일 오전 9:30 이나 11:00로 예배시간을 정해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유투브 라이브 링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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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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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찬양과 경배

①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4.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③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 3.� 대표기도

1,2부 – 정유성 담임목사

� 4.� 광고

◆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성전과 가정과 주차장에서 동일한 맘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북부공동체 가족들 위에 
   동일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 지난 주간 이모저모   
✔ 어제(토)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 지난 주중에 본당 로비의 화장실 파티션 작업을 위해서 
   관리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랫 동안 불편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공간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 정기 부서장 회의   
✔ 오늘 2부 예배 후 곧장 (12시 경) 교육관 2층 성가대 실에서 
   정기 부서장 회의가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순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실한 
   백신이 개발되고 빠짐없이 보급되게 하시옵소서!
3.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 주일 현장예배 주요 공지사항 정리  

1. 매 예배 10분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유투브 생방송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2. 주일 현장예배는 개인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시고,    
  10분전에 입장 하실 때,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확인, 
  서명을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추천드립니다. 

◆ 교인 동정  
✔ 환우: 김유미 집사(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이숙영 권사(뇌수술 후 회복), 
   박우혁 학생(11학년, 뇌암 키모중, 박용환집사 자녀) 
   Paul Forde 성도(김경희 집사 남편, 암수술 회복)
✔ 출타: 이중일 장로가정 (타주)

� 5.� 특별 찬양
1부 “ 내 평생에 가는 길 ” 정노아 학생 (cello)

2부 “ 주를 위한 이 곳에 ” 호산나 성가대

� 6.� 성경 봉독

& 고린도전서 10:12-14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 7.� 설교

� � “� 시험을 당하되,�시험에 들지 않는 삶 ”� �

� � 정유성 담임 목사

� 8.� 결단 및 봉헌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1.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 9.�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