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2주 -

   

                   
 조용한 기도(Si lent  Prayer )  …………… 시편 27:1-3 ……………  다함께

 찬   송 ( O p e n i n g  H y m n )  … … …………… 79장  ………… … ……… 다 함 께 

 교독문(Respons ive Reading )  ……………… 50번  ………………… 다함께

 공 동 기 도 ( P r a y e r )  … … … … … … … … … … … … … … … … … … … …  다 함 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인해 감사드리
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분열과 혼
란 가운데 대선과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
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비판
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
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인간의 유일한 소망
과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
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를 당연하게 여
기지 않고 특별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
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 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요한일서 2:12-14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믿음이 성장하면 삶이 변합니다”

 봉헌(o f fer ing)  ………………………………… 2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 We l co me /Ann oun cemen ts )  ………………………………… 인도자 

 찬송 (Hymn &offering) ………………………… 505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나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
서 예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도제목>
 
 - 교회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 대통령선거 및 각종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
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도
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말씀묵상> 요한일서 2:12-14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
함을 얻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
니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
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 사도요한이 쓴 자녀들(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이란 각각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적어봅시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2.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볼 때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나는 예
수님을 믿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지금 나에게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시다. 그리고 안일함과 태만함을 벗어버리고 주
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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