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1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99:1-3……………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34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20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영광이 됨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게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주심을 감
사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저
희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해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어 우리 안에 계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과 행함
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온전히 
머물러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보는 이들
마다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에베소서 1:3-10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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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    헌(offering) …………………………… 5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42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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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

니다. 

2. 오늘 예배 후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갖습니다.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

인들을 위해서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

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에베소서 1:3-10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
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
니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
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
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
생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2.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창조
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
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타적인 것이 아
니라 유일하기에 독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벧전1:21).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지니신 모든 권세와 영광 아래 들어
가게 됩니다. 진선미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
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영∙혼∙육)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왕이심을 절
대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핍절과 곤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나타납니다. 마치 부
모의 보호와 영향력을 상실한 고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이 놀라운 비밀은 그분 안에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
수님 안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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