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9일 주일예배 (온라인용 순서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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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3.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②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 교회 이모저모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1.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2.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 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③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3. 대표기도
1부 : 정유성 담임목사
2부 : 최구성 장로

4. 광고

✔ Re-Move #3 : 지난 주일 1,2부 예배시간에는
김영주 목사님(대전 예수은혜교회)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바른 기도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 6월 정기 제직회 : 지난 주일 2부 예배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정기 제직회가 있었습니다.
✔ 성도의 섬김 :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권인숙 권사님께서 1,2부 예배와 EM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1인당 1트레이씩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Re-move! 다시 움직이라!
✔ 다음 주일 (26일) 2부 예배시간에는,
Re-Move 네 번째 은혜의 시간으로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조에스더 선교사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Home Stay 봉사
✔ 오는 7월 19일(화)부터 25일(월)까지
콜로라도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박종호 장로님의
홈스테이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7월 23일(토)~25일(월), 2박 3일간
◆ EM & 교육부 광고
✔ 오늘 EM주일예배 메시지는 다니엘 박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EM(Youth, Young Adult, Adult)을 담당하실
사역자(목사)와, 유년부 & 유아유치부를 담당하실
사역자(전도사,간사)를 찾고 있습니다.
◆ 교인 동정
✔ 출타: 박순옥 권사 (한국), 강혜련 집사 (한국)
유광현 장로 내외 (한국), 임훈일 집사 가정 (한국)
유성희 권사 가정 (한국), 한상천 집사 가정 (한국)
이삼희 권사 가정 (한국), 박송현 집사 (한국)
제니퍼송 권사 (타주), 윤봉옥 집사 (타주),
김순희 권사 (타주)
✔ 환우: 이석기 장로, 김우치 장로, 임동준 집사, 오정학 성도
민병주 권사, 유광현 장로, 유폴린 집사,
크리스 루드윅 성도 (이경복 집사 남편)
피닉스 어린이 (폐렴, 이미숙 성도 손녀, 4살)

5. 특별 찬양

7. 설교  로마서 #32
“영적 예배를 살고 계십니까?

8. 결단 및 봉헌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정유성 담임목사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 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 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 곳
그 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곳
그 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 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 합니다 주님
주님만 좇게 하소서

1,2부 : “하나님의 은혜” - 김미혜 자매

10. 봉헌기도 및 축도 : 정유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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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