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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회비 주간 예배 

교회는 그 삶의 중심에 주일 예배를 두어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상회비 

지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아래의 

예배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장로교 내에서는 다양한 예배 형식이 인정됩니다. 

본문들은 단지 한 자료일 뿐이며 각 교회의 필요에 맞게 변용하셔도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배 시작 

 

예배 시작문 

인도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 

 

회중: 오직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인도자: 하나님께서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회중: 단 하나의 은사만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자: 지혜의 영이여, 우리를 모으사 당신이 창조하신 한 몸이 되게 하소서. 

 

회중: 비록 우리는 많으나 여전히 하나입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고백 



케이트 트리거 듀퍼트 (총회사무국) 저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함께 일하게 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익숙하거나 편안한 것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다른 이들에게 

"내게는 네가 필요없다"고 말하며 하나된 몸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의를 볼 때, 우리는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했던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끼어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집착하고 당신의 창조물 전체를 관대하게 돌보라는 부름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가도록 

정하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스스로의 은사와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도록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포 

인도자: 우리가 죄악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몸이 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경 

 고린도전서 12:12-31a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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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신앙 고백  

(벨하 신앙 고백에서 발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됨은 다양한 방법들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믿음을 나누고 한 부르심을 가지며 한 뜻과 한 마음이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든 교리를 거부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악한 분열을 야기하고,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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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하나됨을 파괴하며, 서로를 멀어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며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돕고 불의에 

항거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드림의 시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음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미국장로교에 대한 우리의 고결한 지원입니다. 이는 상회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한 몸을 

이루라는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기능, 즉 우리의 회중, 노회, 대회, 교단의 

사역을 이루어 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이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내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감사 기도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교회라는 연합된 몸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관대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든 이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이 헌금을 합니다.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미국장로교의 

사역에 이를 통해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파송 

권면과 축도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관대하게 살아가며 고통, 기쁨,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함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은사를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사 한 몸으로 섬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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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추천 찬송가 (Glory to God 발췌) 

733 We All Are One in Mission 

306 Blest Be the Tie That Binds 

322 We Are One in Christ Jesus (Somos uno en Cristo) 

300 We Are One in the Spirit (They’ll Know We Are Christians by Our Love) 

301 Let Us Build a House (All Are Welcome) 

767 Together We Serve 

716 God, Whose Giving Knows No Ending 

761 Called as Partners in Christ’s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