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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Sunday Service

교회학교 Sunday School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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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pm 

06:00 am T-S

11a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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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1.�송구영신예배:�2019년을�보내고,�2020년�새해를�맞이합니다.�하나님과�동행했던�1

년을�돌아보고�하나님과�동행하는�새해를�소망하시기�바랍니다.�

2.�신년주일:�다음주는�2020년�새로�시작하는�신년주일로�지킵니다.�

3.�2020년�신년부흥회안내:�1월17일(금)-19일(주일)까지�진행됩니다.��

����강사는�김영헌�감독(전�서울연회)님이�오십니다.��

�����김영헌감독�포로필�

�����감리교�신학대학교�졸업�

��Lutheran�Theological�Southern�Seminary�in�Columbia�)�수료�

��Emory�University.�M.�Div.�D.Min.�

��리칠랜드�메모리얼�종합병원�임상목회�연구과정수료�

��공군�일반장교�및�군목�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14년간�목회��

��제17대�서울연회�감독�

������은평감리교회�담임목사(1993.�12�-�2017.�4.)�

친교�

4.1월1일�새해첫날�등산:�2020년�1월1일�새해�등반을�하려고�합니다.,�장소는�쉐보레

이크에�눈길을�걸으려고�합니다.�오전�9시�교회에�모여서�출발합니다.���

모임�

5.�2020년�교인총회:�교인총회가�1월�12일�주일에�예배후�있습니다.�

6.�각부서모임:�교인총회(1월12일�주일)전에�각�부서들은�모임을�갖고�1년계획을�알려

주세요.�(선교�봉사부,�예배부,�찬양부�등)�

7.�각속회모임:�각속회는�2019년�마지막�모임을�마무리해�주시고,�오늘�점심식사후�각�

속회�속장,�인도자�모임을�갖도록�하겠습니다.��

8.�중보기도:�1월2일�신년�중보기도모임이�오전�11시에�있습니다.��

9.�새신자�교육안내�:�새신자�교육이�1월5일�신년주일�예배후�있습니다.��

교육부�

10.�한국학교개강:�1월25일�토요일에�한국학교�개강합니다.�

알림과 나눔 Church Announcement 예배순서

교�회�행�사�일�정�안�내

1월�목회여정�

�신년부흥회�(1월17일-19일)�

�한국학교개강�(1월25일)�

�Planting�church�Academy�(1/27-28)��

�Gathering�of�the�oder�(1월28일-30일)�

�

Good Friday Worship

2월�목회여정�

Growing Church Conference 2/2-2/6


성찬�후�감사기도�/�다함께

사랑과�자비가�풍성하신�하나님,�저희를�위하여�온�몸을�내어주신�사랑에�감사

를�드립니다.�주님의�살과�피를�받았으니�주님의�몸과�마음을�가지고�살겠습니

다.�한�해�동안�참된�생명과�평화의�일꾼�되어�주님과�온전히�동행하며�살겠습니

다.�저희를�죄와�죽음에서�구원하신�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교제�Fellowship�다함께

파송의�말씀

인도자:�세상에�만연한�악에게�짓눌리지�마십시오.�우리�주님은�언제나�그보다�

강하시고�높으신�분임을�잊지�마십시오.�악을�버리고�항상�선을�선택하

십시오.�날마다�선한�일에�힘쓰십시오.�주님께서�친히�우리에게�힘을�주

시고�하늘의�기쁨을�주실�것입니다.�

회���중:�아멘.�주님,�우리에게�새로운�한�해를�선물로�주시고�가야할�길을�보여�

주시니�감사합니다.�세상의�악을�보며�불평만�하지�않겠습니다.�누군가

는�감당해야�하는선한�일을�힘써�행하겠습니다.�주님,�우리의�변치�않는�

동행이�되어�주십시오.�아멘.

�찬양�Praise�선한�능력으로

�축복�/�김규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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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영�신�예�배� New Years eve Worship

오후�9시��������������������������������������������������������������������������예배인도:�김규현�목사�

2019�돌아보는�영상�Movie�Clip

예배의�부름�Call�to�Worship�/�인도자

��������여는찬송�Open�Hymn�/�예수�우리�왕이여�(38장)

�교독기도��Versicle

인도자:�시간의�주인되시고,�그�가운데�섭리하시는�주님의�크고�높으신�이름

을�찬양합니다.�

회����중:�주님,�우리의�마음에�빛을�비추어�주십시오.�그�빛으로�지난�한�해를�

돌아보며�감사의�기억들과�마주하게�해�주십시오.�.�

인도자:�쓰라린�아픔의�순간에도�함께하신�주님,큰�고통과�시련의�시간에는�

우리를�안고�가신�주님,주님의�사랑과�위로와�지지가�있었기에그�시

간들을�견뎌낼�수�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주님.�

회����중:�주님,�우리의�영혼에�생명의�숨을�불어넣어�주십시오.그�숨결�안에

서�새로운�세상을�바라보게�해�주십시오.암담한�현실,�답답한�전망�

너머에�있는�새날에�대한�기대를�품게�해�주십시오.�����

인도자:�우리의�두려움과�한숨을�기쁨의�노래로�바꾸시는�주님,더�깊은�감사

와�더�맑은�기대로�새로운�시간을�맞이합니다.주님의�인도하심을�따

라�한�걸음씩�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게�도와주십시오.�

다함께:�주님,�이�시간�드리는�우리의�기도를�받아�주시고,날마다�숨�쉬는�순

간마다�생명과�평화의�호흡을�지니고�살아가는우리�모두가�되게�인

도해�주십시오.�아멘

찬양�Praise�/�내�영혼이�고요히�

��������공동기도�Prayer�

1.�주님,�빛이신�주님,�우리를�선한�도구로�삼아�주시옵소서.�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

2.�주님,�우리가�주님의�은총을�굳게�신뢰하며�살게�해�주십시오.�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

3.�주님,�우리가�이�세상�무엇보다�주님을�기뻐하며�살게�해�주십시오.�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

4.�주님,�남북이�화해하고�평화를�이룰�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

5.�주님,�이�땅의�모든�교회가�그릇된�모습을�벗고�참된�그리스도의�몸을�회�

복하게�해�주십시오.�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

6.�주님,�우리가�주님�안에서�일치를�향한�모험을�멈추지�않게�해�주십시오.�

-�키리에(회중)�:�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우리의�기도를�들으소서.(×2)

성경봉독�/�Scripture��전도서��3:�1-13

설교�Sermon�/�김규현�목사�

 우리에게 지우신 짐
찬양으로�드리는�기도�Praise�&�Prayer

1. 날�사랑하는�아버지��

2. 예수님�발을�씻기며�

3. 주님의�그손길

성찬식�/�Holy�Communion�

성찬으로의�초대�/�집례자와�회중

집례자�:�한�해�동안�우리와�동행하신�구원의�주님께�감사하며�새해에도�주님을�찬양
하며�살길�원하는�모든�이들을�이�거룩한�식탁에�초대합니다.�

회��중�:�영광과�찬양을�받으실�거룩하신�하나님,�감사와�기쁨과�소망으로�주님�앞에�

나아갑니다

성만찬�기도�/�집례자와�회중

집례자�:�우리의�주님이�되시고�거룩하신�아버지가�되시며�전능하사�영생�하시는�하
나님께�언제�어디서나�감사함이�지극히�당연하고도�기쁜�일입니다.�

회���중�:�그러므로�우리�모든�성도는�주님의�이름을�받들어�끝없이�찬미합니다.�

집례자�:�하나님은�외아들이신�예수�그리스도를�보내주셔서�우리를�어둠에서�구원하

셨고�새로운�빛을�보내시어�새�날을�맞게�하셨습니다.�

회���중�:�이�땅�위의�모든�사람이�창조의�새벽과도�같은�주님의�빛을�바라보면서�살아
갈�수�있게�되었습니다.�

다함께�:�그러하기에�우리가�하늘의�거룩한�성도와�천군�천사와�함께�주님의�이름을�
소리�높여�찬양합니다.

성찬�제정사�/�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
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
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
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임재의�기원�/�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
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
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찬양�/�집례자와�회중

집례자�:�그리스도께서�최후의�승리�속에�다시�오실�때까지�

회���중�:�그리스도와�하나가�되게�해�주십시오.�

집례자�:�우리�모두�천국잔치에�참여할�때까지�

회���중�:�서로서로�하나가�되게�해�주십시오.�
집례자�:�이�땅에�하나님�나라가�이루어질�때까지�

회���중�:�온�교회가�하나가�되게�해�주십시오.�

집례자�:�모든�영광과�존귀가�영원토록�전능하신�하나님�아버지께�있사옵니다.�

회���중�:�아멘.

평화의�인사�/�집례자와�회중

집례자�:�주님의�평화가�여러분과�함께�

회�중�:�또한�목사님과�함께하시기를�바랍니다.�

집례자�:�이제�화해와�평화의�징표로�서로�인사를�나눕시다.�

회�중�:�주님의�평화가�함께�하시기를�바랍니다.(주위�성도들과�인사)

분병례�/�집례자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
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회 중 : 아멘.

분급�/�집례자와�보좌

(왼손을�위로�오른손을�아래로�하고�두�손을�포갭니다.�빵을�왼손�위에�받아�오른손으

로�들어�포도주에�찍어�드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