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사순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케줄과 지침서입니다. 여러 조항들을 실천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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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의 주
월 화 수 목 금

9절: “하늘에 계신 우 리 아버
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
계는 어떻습니까?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
하시오며” 지금 나의 삶 가운
데 아직도 주님의 통치에 순종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돌아
보십시오.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었
는가 만족한가 생각해 보십시
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
혼의 양식이 하루하루 채워질 
수 있나 묵상해 보십시오.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
시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아
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
습니까? 

13절: “우리를 시험(유혹)에 들
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과 시험
에 넘어지셨습니까? 악에서 구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경멸 (Despisement) 거절(Rejection) 슬픔 (Sorrow) 질병 (Sickness) 무시 (Neglect)

주기도문(마태복음 6:9-13)의 말씀을 따라 매일 자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사함의 주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며 적어보십시오. (예: 하나님, 교회, 가족, 나의 삶, 하
는 일, 등)

중보기도의 주 중보 기도로 보내는 한 주: 매일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예: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 나라들을 
위하여, AMI 교회들, AMI 파송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 코비드 피해자들, 등)

섬김의 주 “섬김의 주: 목장들과 기도하며 결정해서 최소한 한가지 선행을 베푸십시오. (예: Bowery Mission, 소외된 사람에게 카
드 보내기, 노숙자 밥사주기, 돈을 모아 선교/자선 단체에 보내기, 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이번주에 멀리해 보십시요. (예: 연속극, 유튜브, TV, 페북, 인스타, 등의 SNS, 
etc.)

격려의 주 “격려의 주: 일주일 동안 말, 행동, 쪽지, 전화, 메시지, 카드, 등을 사용해서 주위 사람을 격려/위로 해 주십시오. (예: 가
족, 친척, 직장 동료, 교인, 목원, 마켓 직원, 노숙자, 등)
하루 한 끼 금식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고난 주간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계속 멈추고 월~수요일 두 끼 금식, 목요일은 쥬스 금식, 금요일은 온전한 금
식으로 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