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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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언

* 성찬기도 ‧……………‥………‥………‥………‥… 다같이
눅눅했던 이불을 볕에 널듯이 젖은 날개를 하늘의 빛에 널며 구름사
이 비낀 파란 하늘을 우러릅니다. 땀에 젖은 우리 몸이, 눈물이 스
며든 우리 맘이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논과 들에 심어놓은 곡식과 열매의 한 알, 한 알이 영글어 가듯이 9
월엔 우리 속 열매들도 안으로 채워져 가고, 농익어 가게 하옵소서. 
초가을의 들녘이 각자의 색으로 익어가듯이, 9월엔 우리도 그리스도
의 색으로 물들어 가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만큼 깊어가는 9월 되게 하셔서 새로운 계절엔 더 겸허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들꽃
이 피어나고 산야가 금빛으로 춤을 추듯이 주님의 살과 피로 살리신 
우리도 새사람으로 춤추는 9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부름의 말씀 ‥……… 히 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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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거짓과 가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행여 우리가 그 뉴스의 유포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가 거짓과 가짜의 돌을 들어 피해자와 희생자를 
만들어 내는 가해자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망각한 채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 ‘불의한 의인’은 아
닌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 도 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사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
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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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장 ……‥ 다같이
기도 ‧……………‥………‥………‥………‥… 황예인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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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요 17:1-5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말씀선포 …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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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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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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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과 알림 ‧……………‥………‥………‥………‥…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