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교회 소식 | Announcements For This Week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lcome to the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 hope that you will be both encouraged and uplifted 
in worshipping together today. If you are worshipping with us for the first time, we hope you will consider making this 
your home church. Again, we welcome you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1. 부활주일 예배 | Easter Sunday Worship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특별 감사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공될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H�ZLOO�FHOHEUDWH�DQG�ZRUVKLS�WRGD\�DV�(DVWHU�6XQGD\���:H�JLYH�*RG�DOO�WKH�JORU\ 
IRU�WKH�JUDFH�RI�WKH�FURVV��DQG�WKH�KRSH�RI�UHVXUUHFWLRQ�WKDW�LV�RXUV�LQ�&KULVW��$V�SDUW�RI�RXU�ZRUVKLS��ZH�ZLOO�JLYH�D�µ6SHFLDO�
(DVWHU�RIIHULQJ¶��:H�ZLOO�KDYH�FRPPXQLRQ�GXULQJ�WKH�VHUYLFH��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조은성 목사 
Pastor Paul E. Cho 

 예배기도 
Prayer 

Tim Blanchard 전도사 
Pastor Tim Blanchard 

ã 찬     양 
Praise 

찬양팀과 함께 
With the Praise Team 

 찬     양 
Praise 

은혜 찬양대 
Eunhye Choir 

ã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봉     헌 
Offering 

“하나님의 은혜”, 박보경 성도 
“God’s grace”, Bo Kyoung Park 

 성 찬 식 
Communion 

성찬위원 
Communion Committee 

 성경봉독 
Scripture 

 로마서 6장 8~11절 (신약 p.247) 
Romans 6:8~11 

 오늘의 말씀 
Today’s Message 

“What the Resurrection Means for Us”                                         

 찬     송 
Hymn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찬송가 #488 (통일 #539)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축     도 
Benediction 

조은성 목사 
Pastor Paul E. Cho 

ã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ã marking:  Please stand if able. 

부활주일 예배 순서 | The Order of Worship for Easter Sunday 

2021년 4월 4일 오전 11시 

April 4th, 2021 11:00 am             

사회/말씀: 조은성 목사 

Presider: Pastor Paul E. Cho    

사도신경 신앙고백 |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예배 위원 | worship Servers 

Leader���� <MT�IT�̂ TZ�GJQNJ[J$ 
Congregation���.�GJQNJ[J�NS�,TI�YMJ�+FYMJW�&QRNLMŶ ��2FPJW�TK�MJF[JS�FSI�JFW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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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 This Week 다음 주 (4/11) | Next Week 

주일 기도 Tim Blanchard 나성수 

안내 위원   

헌금 위원   

주일 친교   

주일 헌화 김정아  

지난 주 헌금 통계 | Offering from the Last Week 

십 일 조 | Tithe  온라인 십일조 | Online Tithe  

주일헌금 | Weekly  온라인 주일헌금 | Online  Weekly  

감사헌금 | Thanksgiving  온라인 감사헌금 | Online  Thanksgiving  

지정헌금 | Designated                   

선교헌금 | Mission Designated    

주일 헌금 총액 | Total Amount   

건축헌금 | Building Design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