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17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37:3-6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9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6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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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이 저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됨을 고백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요 만왕의 왕이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영광
과 권세를 보여주셔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예배와 성도 간의 섬김과 헌신이 뒤따르는 사
랑이 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온
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생
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
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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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Scripture) ……………… 역대하 16:7-10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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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봉    헌(offering) …………………………… 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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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Hymn) ………………………… 341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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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

니다. 예배 후 간단한 친교시간을 갖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다른 사

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 동정

  수술 / 김희상 권사님께서 다음 주 초에 결석 제거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

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

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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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김희상권사님의 결석 제거수술을 위해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역대하 16:7-10

7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
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
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
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
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
하였더라

1.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
까?(7-8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
난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푸십니까? 반면 아사의 망령된 행위는 
무엇이며 그것을 예언한 하나니 선견자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9-10절) 나의 마음
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신앙
의 변질’입니다. 그 이유는 변질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
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질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
다. 아사왕이 과거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에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왕은 바아사를 쫓아내고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사
는 나름대로 정략을 펼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평안을 누리
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아
사는 하나님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붙여주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사가 평안할 때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어렵고 힘들 
때보다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는 평안의 시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고 잘 될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
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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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