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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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1.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2.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②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③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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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예배에 방문하신 성도님들 :
   주은우 성도(Thornton), 전은주 성도(IL)
   이수인/조유화/예나/주형(TX)
   Sean & Olivia & Eve Hector Family
   Tony & Eunjoo & Peter & Esther Vue Fanily 
   Bruce Chen & April Kim Family 

◆ 교우 동정    
✔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유현숙 권사님께서     
   내일(26일) Texas로 이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정기 당회    
✔ 이번 주 토요일(31일) 오전 9시에 담임목회자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 EM & 교육부     
✔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들은 10명, EM은 Youth이상 성인들까지 
   32명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EM과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일 예배 후 친교    
✔ 오는 8월 둘째 주일(8일)부터 
   매 주일 주일1부와 2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섬기시는 김정애 친교부장님과 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보 및 예배순서 발송    
✔ 주일현장예배 참석 성도인원이 출석가능 성도인원의 
   2/3를 넘어감에 따라 작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던 주보 및 예배순서 발송을 중단합니다. 
   대신 토요일 오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체 주보 내용들과 예배순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예배영상 링크 전달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됩니다. 

◆ 다가오는 모임 안내     
✔ 8월 9일(주일) 12pm 정기제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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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숙 성도 (골수이식 수술 후 회복)
        윤봉옥 집사 (왼쪽 팔 근육손상 회복)
        김은수 집사 (2차 눈 수술 후 회복), 
✔ 출타: 강혜련 집사(한국), 안강민 집사가정(한국), 
        데이빗김 성도가정(타주), 김정우 집사가정(한국)
        김정애 권사가정(타주), 권인숙 권사가정(타주)
        남희순 집사(타주)

� 5.� 특별 찬양

1부 :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이삼희 집사) 
2부 : “주 날 인도하시네”(호산나 성가대)

� 6.� 성경 봉독

& 마태복음 4;1~11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 7.� 설교 :�천로역정 ⑭

� � � � “존재감 있는 신 스틸러 성도들 ”� � �

� � � � 정유성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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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 9.�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