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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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1.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 같이 빛나네 해 같이 빛나네

2.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 없는 자비를
뭇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3.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4.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뵈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② 비전

우리 보좌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③ 내가 만민 중에서

나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 지소서

� 3.� 대표기도

1부 : 정유성 목사
2부 : 최구성 장로 

� 4.�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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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간 이모저모     
✔ 지난 주일예배에 방문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호성 성도 (김정은 집사 인도)
   정우정 성도 (캘리 정 성도 남편) 
   온길현/온계령 성도, 온영훈 형제 (Westminster)

✔ 8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2021년 나의 십자가 그리기 판넬이 
   본당에 부착되었습니다. 

✔ 부활주일 강단 장식을 위하여 백합화분을 가져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화분들은 주중에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부활주일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떡봉사를 위해 
   친교부원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부활주일 예배중에 4명의 학생들이 
   입교예식을 통하여 
   입교인 명부에 등재 되었습니다.
   : 최지은, 최하영, 최진영, 예나존스 

◆ 정기 제직회     
✔ 오늘 2부 예배 후 곧장 본당에서 4월 정기 제직회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에 등재되어 계신 서리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공동의회     
✔ 2021년 9월 12일 창립기념주일에 임명될 신임 직분자들 중 
   신임 장로, 신임 안수집사, 신임 권사 선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시 공동의회가  
   4월 25일(주일) 2부예배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교회 내규 제26조 특별위원회, 1항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며 본 교회 내규에 따라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당회의 확인 후 공동의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 향후 목회 일정     
✔ 4월 25일(주일) 임시 공동의회 
   (안건 : 직분자 선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 5월 9일(주일) 임시 공동의회 (안건 : 직분자 선출)
✔ 5월 16일(주일) 1일 부흥회 
   1세 : 김태완 목사 (덴버신학교 교수, 바빌론연합감리교회 담임   
                     N.C, 2003-2005 교육부 사역) 
   EM : 닉 피롤로 선교사 (르완다, 2010-2012 교육부 사역)

◆ EM & 교육부 일정     
✔ 교육부와 EM의 현장 &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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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권사 (백내장 수술후 회복)

   박우혁 학생(11학년, 뇌암 키모중, 박용환집사 자녀) 
   Paul Forde 성도(김경희 집사 남편, 암수술 회복)
✔ 출타 : 제니퍼송 권사(타주)

� 5.� 특별 찬양
1,2부 : “여호와 우리 주여” 김미혜 자매

� 6.� 성경 봉독

&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7.� 설교 :�천로역정 ①

� � � “� 무엇을 고민하며 사십니까?� ”� �

� � 정유성 담임 목사

� 8.� 결단 및 봉헌 찬양

“순례자의 노래”  

1.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 곳 내일은 저 곳 
주 복음 전하리
 
2.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 9.�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