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2020년 11월 22일 |23-09호|
생명‧평화‧사랑‧정의 예수함께공동체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예배
2023년 2월 26일 오전 10:30   인도․설교 이택민  기도 김정희  봉헌 기도자

※ 가능한 분은 일어서서

▣ 시작예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인사  함께
 찬송  구원자이신 주여, 사랑의 나눔
 예배로부름 인도자_ 시편 32:6-8
 참회와침묵 함께
 사죄선언  인도자_ 시편 32:5
 신앙고백 사도신조
 영광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  김정희 교우
 기도송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 말씀예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말씀 창세기 3:1-7
1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4:1-11
1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2 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5 그 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7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8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9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11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설교  시험받으신 예수

▣ 봉헌예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 봉헌,찬송 찬송가 337장_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봉헌기도 인도자

▣ 파송예전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 공동기도 함께
1.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2.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기억하소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지게 하소서.

3.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전쟁의 위험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소서.

4.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함께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소서.

※ 파송노래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 강복선언 설교자

▣ 친교시간 공동체의 소식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담당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짜 기도 봉헌 성서본문 설교
3/5 공동기도 문혜성 창 12:1-4a, 롬 4:1-5,13-17, 요 3:1-17 이택민
3/12 박수영 기도자 출 17:1-7, 롬 5:1-11, 요 4:5-42 이택민
3/19 공동기도 강영태 삼상 16:1-13, 엡 5:8-14, 요 9:1-41 홍인식



소식나눔

1.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 사순절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책과 영상자료를 통해 슬픔의 

시대에 기쁨을 찾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3.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을 오늘까지 모읍니다. 

봉투나 계좌를 통해 전해 주시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현지에 전달합니다. 계좌로 보내실 때는 “지진+이름” 표기를 해 
주십시오.

4. 이번 주 수요성서공부는 공휴일 관계로 쉽니다.
5. ⼼訪: 3월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6. 순천YMCA 정기총회: 27일(월) 오후7시 순천YMCA
7. 올해 졸업과 입학을 맞이한 우리 가족들 모두 축하합니다.
   - 윤나라, 김민홍, 정모세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9주차 사순절 첫째주간
덜어내는 훈련을 합시다.

예수함께말씀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묵상으로 진행합니다.
2/27(월) 2/28(화) 3/1(수) 3/2(목) 3/3(금) 3/4(토)
시9:18 딤후3:14 마13:37-40, 43 잠2:11-12 막10:48 마3:3-4

주요일정
26 사순절 첫째주일 26 졸업&입학 축하 27 순천YMCA 총회
3/8 수요성서공부
 예수함께공동체는 영성, 여백 있는, 저비용구조, 평등, 부름 받아 선택된, 역사적 
예수를 따르는, 해방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복음과상황 순천NCC 순천YMCA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한국예수교회연대 NCCK인권센터와 함께 합니다.
주소 57956 전남 순천시 중앙3길 3(장천동) 3층
온라인헌금 농협 301-0305-3977-11 예수함께공동체
홈페이지 withjesus.kr   이메일 withjesus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