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비전 선언문

기쁨으로 찬양 1.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 546장)
2.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다

마음 열기

말씀 열기

각자 한 주간의 삶과 묵상 그리고 감사 제목 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 베드로전서 2:9-10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9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4가지를 찾아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4가지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까? 혹은 가장 부담스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적용과 나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4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찰과 묵상 9절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용과 나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능한 것을 나누어
 보세요.

2

말씀 다지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오늘 말씀은 교회 비전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한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주 매일 
묵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1.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2.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움츠려 들었지만,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09월

함께 기도하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X3) 뒤돌아 서지 않겠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X3)뒤돌아 서지 않겠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3절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네 (X3)뒤돌아 서지 않겠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후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