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일 예 배 순 서
The Service for the Lord's Day

성령강림절 후 셋째 주일
Third Sunday after Pentecost

11:00 ㏂ 예배인도(Presider): 이 대 성 목사
Rev. Dae Sung Lee

*일어서서/*Stand as you are able

진한 글씨는 회중/Bold face read by congregation

※개회찬송은 전주의 마지막 단 연주시작에 일어나 주십시오.

전 주
Prelude

···········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Allein Gott in der Höh sei Ehr BWV 663
(J.S. Bach)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입 례 송
Introit

············································································ 성 가 대
Choir

············· 주 우리 하나님(14장)
The God of Abraham Praise 

······················· 다 같 이
All Together

*개 회 찬 송
Processional Hymn

*예  배  사
Call to Worship

································································· 인도자/다같이
Presider & All

너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
Confession and Pardon

·················································· 다같이/인도자
All & Presider

하나님, 
당신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까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은 결국 우리를 
찔렀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돌이켜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삶의 터전인 
환경을 살리는 지혜와 연대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침  묵 Silence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의 인사
Passing of the Peace

································································· 다 같 이
All Together

헌 금 송
Offertory Music

·········

Adam muß in uns verwesen  from "Der
Himmel lacht! Die Erde jubilieret" BWV 31 
하늘은 웃고 땅은 환호하도다 中 아담은 우리를 타락시켰으니

(J.S.Bach)

········ 백 인 재 교우
Mr. InJae Baek

*봉 헌 송
Doxology

················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다 같 이
All Together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Dedicatory Prayer
*헌신의 기도 ··································································· 다 같 이

All Together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는 기브 앤드 테이크, 교환의 원리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잊은 채, 받지 않으면 

주지도 않겠다며 강퍅하게 변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거저 주셨으니 저희도 거저 주며 살고 싶습니다. 

값없는 은총 기억하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찬 송
Recessional Hymn

··············· 나 같은 죄인 살리신(305장)
Amazing Grace 

······················ 다 같 이
All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인 도 자
Presider

*응 답 송
Choral Response

··········································································성 가 대
Choir

후 주
Postlude

·························· Carillon-Sortie
(H. Mulet)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교회 모임 및 담당자 안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루스채플 예배실 담임·동역목사, 외부설교자
성가대 성경공부 오전 9:30 루스채플 113호
주일 성서 연구 오전 10:00 루스채플 113호

교회 학교
유  치  부

오전 11:00
루스채플 114호

초  등  부 원일한홀 101호
중･고등부 원일한홀 B101호 

이대성 목  사
외  부 강  사
신정미 전도사
이정아 전도사
김준철 전도사

대학부 예배 신 촌 오후 2:00 루스채플 예배실 이해석 목  사

대학부 예배 국 제 오전 11:00 크 리 스 틴 채 플 곽호철 목  사
구자은 전도사

오후 5:00 원일한홀 101호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매월 둘째 주일 예배 후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

매월 넷째 주일 예배 후 

김명수 목  사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원일한홀 101호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원일한홀 211호
원일한홀 101호

금요 중보기도 모임

교회위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1장년회, 제1청장년회, 제2청장년회

제2장년회
목회실 업무 이대성 목사 김명수 목사 이해석 목사 

*
Psalm Reading

시편(Psalm)
92:1-4, 12-15

시 편 교 독 ······················ ························· 인도자/다같이
Presider & All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 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영 광 송
Gloria Patri

······················ 성부 성자와 성령
Glory Be to the Father

························· 다 같 이
All Together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신 앙 고 백
Affirmat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다 같 이
All Together

기 도
Prayer

································································· 신 정 미 전도사
Ms. Jung Mi Shin 

주 의 기 도
The Lord's Prayer

············· 주기도문(636장)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 다 같 이
All Together

구약 봉독
Old Testament Reading

····· 열왕기하 4:1-7, 이사야서 55:1-2
2 Kings , Isaiah(별지)

················ 인 도 자
Presider 

오늘의 찬송
Hymn of the Day

················· 하나님의 사랑은(299장)
O Love of God Most Full

····················· 다 같 이
All Together

서신서 봉독
Epistle Reading

··················· 고린도후서 5:14-17
2 Corinthians(별지)

························· 인 도 자
Presider 

찬 양
Anthem

·························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O How Amiable
(R. V. Williams)

······················· 성 가 대
Choir

복음서 봉독
Gospel Reading

····················· 누가복음 14:12-14 ························ 인 도 자
Presider

말 씀 증 언
Sermon ····························

Luke(별지)

값없는 은총
Free Grace, Pure Gift

··············· 안 선 희 목사
Rev. Ahn, Sunhee

묵 상 기 도
Silent Prayer

········································································· 다 같 이
All Together

성도의 나눔
Koinonia

··············································································· 인 도 자 
Presider

봉 헌 기 도 
 Offertory Prayer

········································································ 인 도 자
Presider



담임목사 이 대 성: 
(Rev. Dae Sung Lee, Senior Pastor)

동역목사 곽 호 철: 
(Rev. Ho Chul Kwak, Co-Pastor)

성가대지휘자 : 박 송 이 
(Song Yi Park, Conductor)

오르가니스트 신 동 일: 
(Dong-ill Shin, Organist)

2021년 6월 13일
제 90 주년 24주일

연세대학교회
Yonsei University Churc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2)

루스채플

(Luce Chapel)

교회사무실(Church Office) 02-2123-7360/1, (Fax) 2123-7362 <http://church.yonsei.ac.kr>

교회 안내 / Information

– 임성빈 목사, 대표기도 – 정종문 교우○ 다음 주일 예배: 설교 

○ 예배봉사: 성전 꽃꽂이 - 선우회, 번역 - 유미정 교우

 방송음향 - 황인표, 조성우 교우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s

1.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선희 목사님(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께 감사드립니다.

2. 대학교회 교우가 쓰시거나 참여하신 서적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하신 도서는

대학교회 서재에 배치돼어 북클럽 및 여러 프로그램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계

획입니다. 종교서적/비종교서적 상관없이 최대 2권씩 대학교회 사무실로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분과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3. 대학교회 예배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부분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총 60명의 신청만을 선착순으로 받되 각 주에 배정된 선교회를 통하여 신청해 주

시고, 자치회 소속이 안 되신 교우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참석불가. yonseichurch@yonsei.ac.kr로 성함, 연락처를 남김.)

▷ 온라인 헌금: 우리은행 126-000319-18-903 (학)연세대학교
* 입금 시 성명 뒤에 (십일조:십, 월정:월, 감사:감, 선교:선
헌화:헌)으로 표기부탁 드립니다(미 표기 시 주일헌금)

4. 교우소식

▷ 김기준/김경선 교우: 딸 김미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합격.
▷ 김동찬(빙부상)/허선미(부친상) 교우: 故허승호 권사, 6월 10일 소천.

5. 헌화 교우

문성빈/백영숙  방상길/김혜옥(결혼기념)  신기홍/곽은경(자녀생일)장성인/곽

동순(결혼기념)  한태동/홍근표

지난주 통계/Last Sunday's Statistics

헌금

주일헌금 3,091,000원 월정헌금 2,120,000원 십일조헌금 2,238,672원
감사헌금 650,000원 선교헌금 10,000원 대학부(국제) 340,000원
교회학교헌금 0원 대학부(신촌) 51,000원 헌화헌금 350,000원

총   계 8,850,672원

참석
인원

주일예배 -명 교회학교 -명
주일총계 -명

대학부(신촌) 예배 -명 대학부(국제) 예배 -명

실시간 110명

 온라인 헌금계좌 우리은행 126-000319-18-903 (학)연세대학교

∣성∣가∣대∣찬∣양∣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O How Amiable

▪ 작곡가: R. V. Williams

▪ 찬양 가사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주 계신 곳.
오 내영혼이 사모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가겠네.
내 마음 기뻐 기뻐 찬송 드리네.

우리에게 성전 주셨네. 우리 자손들 위해 성전 주셨네.
주님께 경배할 제단을 주셨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 영원히 주 찬송하리.

오 영광스럽고 장엄한 주시여 함께하소서.
경배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찬송 들으소서.
예부터 도움되시고 참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많은 중 늘 보호하시네.

▪ 곡 설명
오늘의 찬양은 R. V. Williams 의 대표적인 anthem 으로 시편 84편과
90편에서 가사를,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왓츠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 로 끝을 맺고 있다. 수려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절제된 선율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주님 계신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주님을 항
상 찬송하는 주님이 계신 그 곳...그 분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
하는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
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을 올려드린다. 

∣봉∣헌∣송∣
Adam muss in uns verwesen  

from "Der Himmel lacht! Die Erde jubilieret" BWV 31

하늘은 웃고 땅은 환호하도다 中 아담은 우리를 타락시켰으니

▪ 작곡가:  J.S. Bach

▪ 찬양 가사
Adam muss in uns verwesen, soll der neue Mensch
genesen, der nach Gott geschaffen ist.
du musst geistlich auferstehen und aus Sünden gräbern 
gehen, wenn du Christi Gliedmas bist.
아담은 우리를 타락시켰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새
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당신이 그리스도 몸의 일
부라면 너는 영적으로 부활해 죄의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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