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1월 23일 주일예배 (온라인용 순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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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1.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좆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②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 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③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 3.� 대표기도

1,2부 : 김재호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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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당회 & 부서장 모임   
✔ 오늘 2부예배후 담임목사실에서 1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 다음 주일(30일) 2부예배후 담임목사실에서 
   2022년도 부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 모세회 총회   
✔ 오늘 2부예배후에 본당에서 모세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모세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 소그룹 모임   
✔ EM주일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은혜중에 진행중입니다.
   Middle School(에드워드 변집사), High School(한상천 집사),
   Young Adult(박원장 집사)

◆ 로마서 필사노트   
✔ 로마서 필사 노트를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아무때나 담임목사님께
   가져오셔서 확인받으시고, 원하시는 
   로마서 성구를 말씀하신 후에, 
   캘리그라피 말씀 액자를 선물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교회 요람   
✔ 올 해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바뀌신 분들이나,
   본인의 정보(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가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담임목사님께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봄학기 북부한글학교   
✔ 2월 4일(금)부터 5월 2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기초반-초등3~4학년, 초급반-초등5~6학년
  중급반-초등3~4학년, 
  고급반-13~14세 여학생반 & 13~14세 남학생반
* 오늘(주일) 오후에 한글학교 전체 교사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 2021년 개인헌금 정산 신청   
✔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청서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올 해 세금보고 이전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거나, 교회 이메일인 kdenver1978@gmail.com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온 성가대원 모집   
✔ 주일 1부예배를 섬기는 시온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지휘자이신 
   이삼희 권사님 (303.717.3601)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선교지 (선교사) 소식  
✔ 한병희 선교사님(감비아)께서 사모님(김현희)의 수술과 
   병원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 교인 동정 
✔ 환우: 강해숙 성도 (골수이식 수술 후 회복)
        이석기 장로 (페렴), 김은수 집사 (심부전증)
        김우치 장로 (기력), 

� 5.� 특별 찬양
1부 : “사슴이 시냇물을” 이삼희 권사
2부 : “주의 자비, 주의 은혜” 호산나 성가대

� 6.� 성경 봉독

& 로마서 6:22-23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7.� 설교 -� 로마서 ⑮

� � � � “영생,�하나님의 선물”� �

� � � � 정유성 담임목사

� 8.� 결단 및 봉헌 찬양

“새 일을 행하시리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주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 모두 마시게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니
생명 샘을 길어 마시며 모두 찬송케 되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주가 이루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주가 행하실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네

� 9.� 봉헌기도 및 축도 :�정유성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