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성탄 후 첫 번째 주 / 송년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145:17-21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404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2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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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아버지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

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소하고 당연시했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

니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

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겸손

하게 엎드리어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임하시어 주님이 만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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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  빌립보서 3:10-14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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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찬송 및 봉헌 (Hymn & offering) ………………… 460장 …………………… 다함께 

 주기도문(Lord’s Prayer) …………………………………………………………………  다함께

교회 소식

1.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에서 예배하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가 되시길 바랍니다. 

2.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 큰 은혜 가운데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

를 돌려 드립니다. 

3.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내년 1월 첫 주일(3일)까지 

가정예배로 전환합니다. 이후에는 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후 알려드리

겠습니다. 

 

 4.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펜데믹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

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

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선거 이후 혼란한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

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교회들이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말씀묵상> 빌립보서 3:10-14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

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 사도바울은 그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10-11절)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

유는 무엇입니까?

2. 사도바울은 삶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2-14절) 나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

니까?

 ◾신앙은 언제나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수시로 자신의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아보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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