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6월 13일 주일 가정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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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여 다함께 (찬송가 21장)

1 다 찬양 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 하여라

2. 다 찬양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3. 다 찬양 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하여라 아멘

②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③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 3.� 대표기도

1부 : 준 박 목사
2부 : 최구성 장로

� 4.� 광고
◆ 오늘도 각 성전과 가정과 주차장에서 동일한 맘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북부공동체 가족들 위에 
   동일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 지난 주간 이모저모    
✔ 지난 주일 등록 : 
   양효성, 양상옥 집사(Thornton)

✔ 지난 주일 2부예배후에 
   정기 부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 회의 및 모임 안내    



✔ 오늘 2부예배 후 곧장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가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이상 제직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6월 20일(주일)부터 신임 직분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그룹방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선교사 초청 말씀집회      
✔ 오는 1부와 2부 예배에서는 
   코스타리카에서 26년간 현지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금상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은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인디언 마을 개척 및 현지 지도자교육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 VBS 여름 성경학교     
✔ 오는 6월 18일(금)~20일(주일) 까지 유년부와 유아유치부가 
   공동으로 2021년도 여름성경학교(VBS) 행사를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M & 교육부 일정     
✔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EM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20일)에 EM 예배에서 Youth Group의 
   졸업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고등부 졸업 : 김은지, 최인아
 * 중등부 졸업 : 예나 Jones, 변 David, 김빛나,
                김지안, 김정민, 심재윤, 임세현 

◆ 함께 기도합시다!     
1.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순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 교인 동정  
✔ 환우: 김은수 집사 (눈수술 회복), 
        스리랑카 정은범 선교사 모친(건강 회복)
✔ 출타 : 강혜련 집사(한국), 조문정 집사(한국), 김남수 자매(한국)
         이요한 김미혜 성도(한국), 김경원 집사(타주), 
         신희웅 집사가정(타주), 노영길 집사 내외(타주), 
         제니퍼송 권사(타주), 데이빗 김 성도가정(타주)

� 5.� 특별 찬양
1,2부 : “한 생명 한 영혼” 정유성 목사
        (2010년 코스타리카 단기선교 중 만든 찬양) 

� 6.� 성경 봉독
&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7.� 설교 :�몸으로 드리는 선교

� � � � 금상호 선교사 (코스타리카)� � �

� 8.� 결단 및 봉헌 찬양

“ 주가 일하시네 ”

1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 에서 걸을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 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 우리 모인 이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 9.�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