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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는 원하는 주일을 택해 연합감리교 학생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많은 교회
가 전통적으로 매년 11월 넷째 주일을 연합감리교 학생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의 이 날은 교회력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본 예배 자료는 2021년 11월 28일의
성서 일과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주일이나 개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꾸
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소속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의 기도 순서 등을 담
당하도록 해 보세요.
제공된 설교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설교 자료는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학생
주일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5:1-10, 데살로니가전서 3:9-13)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
이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소서.
연합감리교 학생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에,
학생들을 향한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을 부
어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꿈을 후원
하고 돕게 하소서.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
신다는 표적을 구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회 중: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도를 우리
에게 보이소서.
인도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는 소망 가운데 이곳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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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중: 그리스도 예수님, 주의 길을 우리에
게 가르치소서.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크
고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였습
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복 내리시고 곱절로 부흥케 하
옵소서.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지혜와 기회
의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 중: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대하는
주님의 학생들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헌금 기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통
해 누리는 기쁨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
나님께 보답할까? (살전 3:9)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우
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축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
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
며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
성들에게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
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