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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만찬주일 연합예배 
World Communion Sunday 

Worship at 10:00 a.m. 
 

 

 

 

 

 

 

 

 

 

 

 

 

 

 

 

 

 

 

 

 

 

 

 

 

 

 

 

 

 
 

 

 

 

 

 

 

 

우드릿지교회            제일한인교회 
   Woodridge Congregational Church                                First Korean Church of Rhode Island 
 



세계성만찬주일 예배 안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집례자와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앞 부분을, 앞마당에서 뒷 부분을 드리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십시오.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헌금 트레이는 교회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장할 때 봉헌해 주세요.  

-두 언어,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찬송과 주기도는 한국어로 찬양하고, 읽어주세요.  

-Sunday School은 주차장쪽 (뒷)마당에서 진행되며, 성찬때 모두 함께 모입니다.  

◉표에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섭니다. ◉ All who are able standing.   

 

입장의 예전 | Liturgy of Entrance 
 

◯ 전주 Gathering Music | “Fantasia”, Pachelbel Karin Kohl, organist 

 

◯ 공동관심사의 나눔 Welcome & Announcements  정정욱 장로                                                 

 

◯ 예배 기원 Invocation                                            Rev. Spencer, 집례자  

                                                    

◯ 주의 기도 The Lord’s Prayer | 한국어로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시편 8:1-6, 영어로 교독합니다. 

One: O Lord, our Sovereign,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All: Out of the mouths of babes and infants you have 

founded a bulwark because of your foes, to silence the 

enemy and the avenger. 

One: When I look at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that you have established; 

All: what are human beings that you are mindful of them, 

mortals that you care for them? 

One: Yet you hav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God, and 

crowned them with glory and honor. 

All: You have given them dominion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have put all things under their feet. 

 

◯ 죄의 고백 Unison Prayer of Confession | 영어로 다함께 고백합니다. 

Lord, on this world communion Sunday, help us examine our 

hearts so that we may pay proper respect to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Thank you for offering reconciliation to all of 

humankind,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Christ.  As we 

draw near to your holy table we thank you, Lord, for 

providing the Bread of Life for us.  As we partake, impart on 

us your grace and mercy, unite us with Christ, our Lord, and 

with one another.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all the 

earth.  Amen. 

 

◯ 침묵 Silence Prayer of confession   

 

◯ 사죄 선언 Assurance of Forgiveness 

  

◯ 평화의 인사 A Passing of the Peace |   



말씀의 예전 | Receiving and Interpreting the Word 
 

◯ 성서 봉독 Scripture Reading | 1 Corinthians 11:28-29            이길자 장로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Examine yourselves, and only then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all who eat and drink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 

and drink judgment against themselves. 

 

◯ 하늘뜻펴기 Sermon | 성찬 앞에서 toward the Holy Communion    노용환 목사  

 

우리는 4번째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연합할 수 없을 뻔 했지만 목회자들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연합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연합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문화 

언어와 인종을 넘어 서로 환대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성찬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찬을 드리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한 

번 떠올려보세요. 부모님께서 음식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머니의 젖과, 집밥이 주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정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성찬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찬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만찬과 다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배부르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찬을 받음으로 

배부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곧 거룩한 친교였던 1세기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팟락 형식으로 각자 먹을 것을 교회에 싸왔습니다. 문제는 

부자 교인들이 먼저 먹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싸온 것을 자신들이 

먹어치웁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허탈합니다. 가진 것을 나눈다는 형식적인 정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가져온 부자들이 

자신들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이 사건을 개인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인격적입니다. 잠시 

우쭐(?)하셔도 좋습니다. 풍요로운 오늘날 아무도 먹을것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쭐할만 합니까?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너무 부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백신이 부족한데, 우리는 백신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처럼 가벼운 인사도 누군가에게는 

환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성명서도 약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은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성찬과 관련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길을 걷던 

제자들은 소문에는 밝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찬 앞에서 남이 아닌 한 

몸으로써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엠마오 제자들의 눈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때 받을 주님의 몸과 피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예전 | Responding to the Word 
 

◯  특별 연주 Special Music | “Gigue”, Handel          Karin Kohl, organist          

  

◯ 기도 제목 나눔 Sharing Prayer Concerns and Celebrations 

 

◯ 봉헌 Dedication of our Offering 

One: Let us gather our gifts together and offer them in gratitude 

and praise to God. 

All: Thank you God for your blessings. 

 

◯ 성가 Anthem | “Hine ma Tov”, Jewish Hymn Woodridge Choir  

The hymn comes from the first verse of Psalm 133: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would be for all people  

to live together in peace/unity." 

 

◉ 찬양 Hymn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축도 Benediction                                양은정 목사 

 

◯ 후주 Closing Music |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Karin Kohl, 

organist 

 

Communion will be shared outside  

성찬은 예배당 앞 마당에서 받습니다. 나오시면서 개인용 떡과 잔을 받아주세요.  

 

 

성만찬의 예전 |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 성찬 찬송 Hymn | 우리 다 같이 Let Us Break Bread Together         

(1)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2)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인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3)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 제정사 Words of Institution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 축성 기도 Prayer of Consecration                                      

 

◉ 배병 배잔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 감사 기도 Prayer of Thanksgiving | 한국어로 동시에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찬송 Hymn |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 축도 Benediction 

 

 

◉표에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섭니다. ◉ All who are able 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