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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성 찬 주 일 예 배
2019년도 표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인도: 황혁
* 부름의 말씀

‥………

………‥

인도자

* 성령임재기원 ‧……………‥………‥………‥………‥…

인도자

* 찬송

다같이

…‥…

갈 6:12-17

‘주님을 찬양하라’

……‥

* 성찬기도
‧……………‥………‥………‥………‥…
다같이
팔을 따라 전해오는 눅눅함과 코끝을 타고 올라오는 텁텁함, 장마와
폭염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흐르지 못해 곪았던 것들을 보내기 위
해 일 년에 한번 하늘도 실컷 운다는 계절. 주님은 흐름의 떡과 보
냄의 잔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화염 아래 텃밭 상추는 녹아가고, 붉었던 장미는 갈색으로 타들어
갑니다. 여름 그늘 이리도 울울한데, 늘어진 이 여름 어떻게 영혼을
달래고 보듬어야 긴 눅눅함 견뎌가고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름 위에 포개진 우리 맘을 받아주소서. 화염과 눅눅함에 시들어진
우리 맘을 잡아주소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만지시고, 보듬
어 주소서. 그리하여 한 점 바람이라도 부노라면 흔들리는 나무 끝
가지처럼 본향 그리는 마음에 흔들리게 하옵소서. 그 그리움으로 이
땅 순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안연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인도자

회

중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조금의 손해도 용납지 않기 위해 목소
리를 높였습니다. 행여 누군가 영역의 선을 밟으면 판결의
망치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에 대해선 무심
했습니다. 마땅한 의무에 대해선 열외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는 세상 이토록 메마른 이유는 다른 곳에 있
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우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인 도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히 10:22 / 시 34:22)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
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
다” (아멘)

* 찬송

…‥…

기도

찬 188장

……‥

다같이

‧……………‥………‥………‥………‥…

황예지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 성경봉독
…‥…
요 16:7-15
……‥
인도자
* 송영

다같이

말씀선포

…‥…
‘주의 말씀은’
……‥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Ⅱ’ …

기도

‧……………‥………‥………‥………‥…

설교자

‧……………‥………‥………‥………‥

집례자

*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유경호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
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
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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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병 후 기도 ‧……………‥………‥………‥………‥…

집례자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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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잔 후 기도 ‧……………‥………‥………‥………‥…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나눔찬양

* 예물봉헌

* 봉헌기도

…‥…

‘두려워 말라’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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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