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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후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양

찬양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7chRtOcC434
https://www.youtube.com/watch?v=7chRtOcC434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

방하였음이라

Key Verse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

셨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되게 하소서 

2.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

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도 생

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3.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재정적으로 어려움

을 겪는 분들을 돌보시고,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퍼

하는자, 근심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통해 의의 나무라 일

컬음을 받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경읽기, 큐티 나눔, 만사, 사랑방, 그리고 사랑방 목

자/목녀님들의 3R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흥왕케 하옵소

서. 온라인으로 모인 그곳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귐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5. YM과 EC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경읽기와 모임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

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 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

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6.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평안하게 보

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섬기는 그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가 믿지 않는 동료들,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

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