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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별 프로젝트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라는 진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우리가 각각�지역

의 공동체(우리의 경우,� 베이직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

습니다.�그러므로 뭇별 프로젝트로 흩어지는 날에는 다음과 같이 예배합니다.�

1.� �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또 주님께

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공동체를 돕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게,� 그 공동체들을 존중하면서 예

배에 참여합니다.�

2.� � 평소에 가보고 싶거나,� 찾아봤어야 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친지들의 교회,� 처음 신앙을 가지도록 해주었

던 교회,�그리고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 등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것입니다.�그런 공동체를 찾아가 예배하셔

도 됩니다.�

3.� � 또한 성경통독반이나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아니면 가정이 따로 모여서 예배하실 수도 있습니다.�어떤 공간에

서 몇 명이 모이던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이렇게 예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예배하십시오.�

예배의부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

야(시편 1171-2)�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자가 읽어 선포하거나,�다 함께 읽어 선포합니다.

찬양 3~4곡을 골라서 찬양합니다.�

기도 기도자� *기도자를 정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잠언 22장 ｜�지혜로운 자의 삶.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인도자가 정하여 나누거나,�

�혹은 인도자가 말씀을 정하며 나누어도 좋습니다.�

합심기도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리,�시리아를 비롯하여 고통 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신6.24-26a)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인도자가 읽어 선포합니다.�

교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뭇별 프로젝트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문의처:�베이직교회(02-518-1335,� 02-514-1335),�김형중목사(revival-kore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