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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주일을 택해도 상관없지만, 많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연합감리교 학생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올해 1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 상으로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본 예배자료는 2020년 11월 29일의 성서 일과표를 
기반으로 하며, 다른 주일이나 개 교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설교자료, 헌금 전 이야기, 및 어린이 설교는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학생주일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링크를 눌러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목회자/리더 자료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교회 소속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아래의 기도 중 일부를 인도함으로써 예배를 돕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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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INVOCATION
이사야 64:1-9, 마가복음 13:24-37, 
고린도전서 1:3-9

희망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독특하게 
빚어진 주님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기인 이 계절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로 깨어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연합감리교 
학생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동역하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의 부름
고린도전서 1:3-9, 마가복음 13:24-37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인도자: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인자께 
집중합니다.

인도자: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우리 
가운데 싹트는 새 가지와 잎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도록 
부름 받습니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헌금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성장하며 배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평생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위에 복 내리시고 
배가 되게 하셔서 연합감리교 
학생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을 
감화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학생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선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삶 위에, 

또 우리가 부르심의 희망을 나누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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