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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삶을 위한 자양분

기도 _ INVOCATION
자유롭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이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인 

      자리를 채워주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 시켜 주옵소서. 

오늘 세계성찬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교회가 연결된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특별선교헌금 위에 복을 

연합감리교인들은 다른 전통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성찬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단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일치와 평화의 정신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연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가 특별헌금에 함께 참여하며, 이 헌금은 장학금, 
훈련, 멘토링을 통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매년 교단적으로 행해지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헌금 중 하나입니다. 

본 예배 자료를 각 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예배에 맞게 각색하여 활용하십시오. 
아래에 수록된 기도문들은 출애굽기 20장과 시편 19편의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와 설교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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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어, 몇 곱절이 되어 전 세계의 
      신실한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우리의 창조주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회중: 영화로우신 하나님,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인도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회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인도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회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헌금 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물을 드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헌금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드리는 예물과 함께 곱절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소망과 꿈의 징표가 되게 하옵소서. 

축도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하심이 이곳을 
      떠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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