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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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표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1-7)

            인도: 김영언

* 성찬기도 ‧……………‥………‥………‥………‥… 다같이
한해의 반을 보내고, 또 다른 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입니
다. 어렵고 고단했던 여섯 달이었지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바램을 안고 베푸신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몸을 두르며 달라붙는 습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마음을 누르는 눅눅
함은 떨치고 일어나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가녀린 손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넝쿨처럼 하늘을 바라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손끝에 물
드는 봉숭아보다도 더 선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을 물들이며 살
게 하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허락하신 생의 길 
걷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는 전염병의 시기에도 최선의 길을 찾아 
생의 도화지 위에 햇살 한줌 드리우는 구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7월에는 익어가는 청포도만큼이나 채워지고, 단단해지는 
예수의 사람되게 하옵소서.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을 일구는 하늘농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
이다. 아멘.

* 부름의 말씀 ‥……… 시 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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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했고, 단언했습니다. 같은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훨씬 많은 허
물과 잘못을 자행함에도 자신에 너무나 너그러웠습니
다. 반복되는 같은 실수에 더없이 인자했습니다. …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 도 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히 10:22, 시 34:22)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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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참여 못한 이를 위한 기도)

* 찬송 …‥… 찬 383장 ……‥ 다같이
기도 ‧……………‥………‥………‥………‥… 김윤빈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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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삼상 17장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말씀선포 … ‘신앙과 축적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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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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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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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과 알림 ‧……………‥………‥………‥………‥…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