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6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105:1-4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50장 ………………………… 다함께 

 교독 문(Respons i ve  Read ing )  ……………… 23번 ………………… 다함께

 공 동 기 도 (P ray e r )  ……………………………………………………… … …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지 않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이 되
어 겸손과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마당 교회와 이 땅의 모
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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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 마태복음 26:36-46 ………………… 인도자

 말씀증언( Sermo n)  ……………………………………………………… 이송원 목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봉    헌(offer ing)  …………………………… 5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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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 Hy mn)  … ……… ……… ………  217장 … ……… ………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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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
합니다. 

2.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친교 및 소그룹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4차 추가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
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
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
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
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마태복음 26:36-46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37 베
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
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
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
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
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42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
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
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 일어나
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
었습니까?(36-44절) 만일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2. 기도 후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45-46절) 나는 기도 후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까?

v 기도의 자리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숨김없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 나의 뜻과 나의 욕구가 여실하게 표출됩니다. 그래
서 기도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담긴 기도 보따
리를 풀어 놓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해
결사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그
와는 정반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
시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결코 잘
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 예수님
은 자신의 뜻을 거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순종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기도를 통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안에, 나의 
가정과 교회,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기도 가운
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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