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0일 

들어가는 말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 어느때 보다 더 깊게 묵상해

야 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고난 넘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그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셔야 했던 고난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말                                                                                                                                                                      

 

맺는말 

1.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 고난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고 어떤 댓가(희생)를 치루셨나요?  

2.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왜 없으신가요? 반대로 확신이 있다면 지

금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요?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으신 이유” (이사야53:5)  



* 경배와찬양 

대 표 기 도 

봉 헌 찬 양 

공동체소식  

*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 응 답 찬 송 

* 축          도 

1부: 진준라인홀드 집사 / 3부: 이다니엘 집사  

1부:  139장(새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3부: 성가대 / 나의 주, 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인도자 

이사야 53:5  

“고난 받으신 이유” 

송경원 목사 

1부: 135장(새150장) 갈보리산 위에  

송경원 목사 

성금요일 주의만찬 연합예배  

4/15(금) 오후 7시 본당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제공 

 1 부: 진준라인홀드집사 

 3 부: 이다니엘 집사 

수요:  없음 

 1 부: 미나리베라 집사, 영어부 

 3 부: 

수요: 백장미 집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사순절 기간(3/2~4/13)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3. 전도회 모임 안내: 4/10(오늘) 3부예배 후. 올해는 연령변경 없이 기존 전도회 구성대로 모임과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은 올해 9월에 선출하겠습니다.  

4. 2022년 하나님의 VIP 1기를 개강했습니다. 하나님의 VIP에 참여하는 수강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4/11(월)-16(토) 오전 6시, 본당. 주제: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금요일 주의만찬 연합예배: 4/15(금) 오후 7시, 본당. 이번주(4/13) 수요성령예배는 없음 

    온라인으로 주의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일회용 주의만찬 용품'을 본당 로비에서 수령하기     

    바람.  

6. 부활주일 연합예배: 4/17(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침례식: 오전 10:45 

    부활주일 영어부 Sunrise Service: 4/17(주일) 오전 6:30, 장소:Wapato Park 

    부활주일 전교인 피크닉 : 4/17(주일) 오후12:30, 교회 서쪽 주차장. 간단한 점심제공 

  * 부활주일 연합예배 초청장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로비 안내데스크에 비치)

7.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TFBC 코이노니아; Unity" 를 4/24(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Kingdom Kids 교사 모집 (문의: 남궁곤 목사) 

    (1)유년부 : 11시 예배 때 찬양과 성경공부 담당해 주실 교사 

    (2)영아부 : 11시 예배 때 유아를 돌봐주실 교사 

9. 어린이 사역자와 학생부 사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보: Floyd Richardson, Stuart Koser, Gregory Moore,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Clarence Turner, Eric Mose,   

           William Dungey, Ken Adkins, 오순자, 박지영, 이충성, 미숙밴드레스 

1부: 132장(새141장)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영광의 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3부: “내 주의 보혈은 ”,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행정사역 

1.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증상처럼 아픈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3. 데이케어 선생님과 쿡 하실 분(오전근무)을 구합니다 $1,000과 무료 유아교육    

    지원함. (문의: 데이케어 박정희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