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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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찬 주 일 예 배
 2019년도 표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인도: 황혁

* 성찬기도 ‧……………‥………‥………‥………‥… 다같이
가을도 아닌, 그렇다고 겨울도 아닌 어중간한 11월이라 하지만, 
처음 1과 마지막 1이 만난 11월은 푸른계절 보내고, 다시 첫걸음
의 다짐으로 걸어가는 또 다른 1월입니다. 흙먼지 쌓인 창을 닦듯 
처음 마음을 꺼내 흐릿함을 걷어내며 우리는 주님이 차리신 식탁
으로 나아갑니다. 물들며 낙엽 져 홀몸으로 서 가는 나무처럼 우
리로 솔직함과 겸허함으로 서게 하시고,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처럼 생의 가을에 추수할 것이 풍성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산들 여위어 가는 계절에 우리의 끼니를 넘어 이웃의 끼
니를 돌보는 사람되게 하옵소서. 달콤한 살과 즙의 가을열매 아니
라도 무쇠솥 아래 익어가는 구수한 고구마 내음 품은 사람으로 살
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와 생을 내
어주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의 성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부름의 말씀 ‥……… 시 119:137-144 ………‥ 인도자

* 성령임재기원 ‧……………‥………‥………‥………‥… 인도자

* 찬송 …‥…  ‘주님을 찬양하라’ ……‥ 다같이



인 도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겁박과 강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손을 잡
고 서로의 이익을 돌봅니다. 법과 률은 해이하고 정의와 공
의의 강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혹...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
과 교회의 상황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만들고 키
워왔던 무관심과 욕망의 합작품은 아닌지요?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 도 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롬 6:6, 사 57:15)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
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
려 함이니라” (아멘)



* 성찬으로 초대 ‧……………‥………‥………‥………‥ 집례자

집 례 자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
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
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 찬송 …‥… 찬 189장 ……‥ 다같이
기도 ‧……………‥………‥………‥………‥… 황예지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 성경봉독 …‥… 요 17:25-26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말씀선포 … ‘의로우신 아버지여’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 성만찬 참여 ‧……………‥………‥………‥………‥… 다같이

분 병 집 례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
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바 나
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분 잔 집 례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분병 후 기도 ‧……………‥………‥………‥………‥… 집례자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나눔찬양 …‥… ‘두려워 말라’ ……‥ 다같이

분잔 후 기도 ‧……………‥………‥………‥………‥…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 인도자

*봉헌: 이미란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 축도 ‧……………‥………‥………‥………‥… 유경호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김정현 *첼로: 왕혜진, 황예지 *피아노: 한혜리)

환영과 알림 ‧……………‥………‥………‥………‥…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