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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다섯 번째 금요예배
The Fifth Friday Service of the Lent 

                                                   March 24th 2023 8:00pm.
인도자/ 안태환 목  사          
오르간/ 주은주 성  도

1. 서    주
1. Prelude

..................... 주 예수 바라보라 (J. S. Bach) .....................
Ah Holy Jesus, Fix Your Eyes on

구주 예수 의지함이 (R. Haan)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오르가니스트
   Organist 

  

2. 예배에로 부름 
3. Call to Worship

..................................................................................... 다   같   이
All together 

인도자: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  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24:1)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3. 성시 교독
2. Responsive Reading

....................... 126.사순절(3) ................................ 다   같   이
All together 

인도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회  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인도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회  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인도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회  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인도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회  중: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인도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회  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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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회  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4. 찬    송
4. Hymn 

........................ 526장 목마른 자들아 ........................
Come, Ye Disconsolate

다   같   이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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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의 고백
2. Confession

.......................................................................................... 다   같   이
All together 

인도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렘26:13)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  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1)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6. 용서의 선언
4. Declaration

.......................................................................................... 다   같   이
All together 

인도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렘26:3)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7. 응답송
4. Hymn

.......................... 새254장 내 주의 보혈은(1절) .....................
   I Hear Thy Welcome Voice

인   도   자
  Offic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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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약 봉독
2. Old Testament Reading 

...................... 출17:8-12 ..................................
            Exodus 17:8-12

이광호 강도사
  Pastor Yi

9. 응답송
4. Hymn

...................... 새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1절) .................
   Lamp of our feet, whereby we trace

다   같   이
All together 

10. 서신서 봉독
2. Book of Letter Reading 

...................... 롬5:1-4 ......................................
            Romans 5:1-4

이광호 강도사
  Pastor Yi

11. 응답송
4.  Hymn

...................... 새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2절) .................
   Lamp of our feet, whereby we trace

다   같   이
All together 

12. 성경 봉독
7.  Scripture Reading

.......................... 요9:35-41 ....................................
                John 9:35-41

최민호  목사
 Rev. Choi

13. 설    교
7.  Sermon

................................. 내가 믿나이다 .................................
I Believe

최민호  목사
 Rev.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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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믿음의 고백 
8.  Confession of Faith

....................... 나는 믿네 .....................................
             I Do Believe in

다   같   이
All together 

15. 축    도
10. Benediction

.......................................................................................... 안태환  목사
  Rev. An

16. 후    주
11. Postlude

.............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A. Whitworth) .............
The Wonderful Cross

오르가니스트
   Orga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