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34:15-18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93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30번 ………………… 다함께

 공 동 기 도 ( P r a y e r )  ………… … … … …………………… … …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

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갈 때 반복되는 일상 또한 똑같은 것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통

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

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찾는 기회가 되길 원합

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믿는 자를 구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십자가의 사

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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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 베드로전서 4:7-8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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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봉헌(offering) ………………………………… 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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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Hymn &offering) ………………………… 49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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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1.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전화나 카톡을 통해 안부의 인사를 나누

시길 바랍니다.

 2. 표윤수장로님께서 재활센터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지속될 치료

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나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도제목>

 

 - 교회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기도에 힘

쓰도록

 

 -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

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도들

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말씀묵상> 베드로전서 4:7-8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

씀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사랑으

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3.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랑의 예는 어

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회복시

키고 세워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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