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가정예배 순서

교회 소식

- 주현 후 두 번째 주 1.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조용 한 기 도 (Si le nt P r ay er) ………… 에베소서 1:3-6 …………
찬

다함 께

송(Opening Hymn) ……………………… 36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2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 인생 가운데

서 예배하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 이번 주는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3. 가정예배나 그 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담임목사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
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후

<기도제목>

회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님의 영광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세

- 펜데믹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

상 가운데 밝히 비취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우
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
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다함께
-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성경봉독(Scripture) ……………………… 시편 63:1-7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음성파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찬송 및 봉헌 (Hymn & offering) ………………… 533장 …………………… 다함께
주기도문(Lord’s Prayer) ………………………………………………………………… 다함께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 교회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도록.

<말씀묵상> 시편 63:1-7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
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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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3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
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1.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1절) 그가 그
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바라보았으며,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
까?

2. 다윗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경험한 다윗
은 어떻게 살겠노라고 고백합니까?(3-7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
상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고 가까이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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