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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세 번째 금요예배
The Third Friday Service of the Lent 

                                                   March 10th 2023 8:00pm.
인도자/ 최민호 목사          
오르간/ 주은주 성도

1. 서    주
1. Prelude

................. Prelude in E Minor (J.S. Bach) .................

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시여 (J.S. Bach)
오르가니스트
   Organist   

2. 여는 기도과 말씀
3. Opening Prayer &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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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회  중: 주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12:29-31) 

Presider: Blessed be the God of our salvation. 

People: Who bears our burdens and forgives our sins. Amen.

Jesus said, "The first commandment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your God is the only 

Lor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Mark 12:29-31)
  

3. 죄의 고백
2.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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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행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기도)

회  중: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남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도자: 과거의 불성실함과 이기심과 위선, 삶에서의 인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  중: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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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내 뜻대로 한 것,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 것,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성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한 것을

회  중: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인도자: 모든 그릇된 판단과 우리와 다른 이웃을 향한 무자비한 생각, 우리의 편견, 멸시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회  중: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인도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제하소서.

회  중: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주님의 자비는 크십니다.

Presider: Let us confess our sins against God and our neighbor. Silence is kept for a time.

People: We have not loved you with our whole heart, and mind, and strength. We have not 

loved our neighbors as ourselves. We have not forgiven others, as we have been 

forgiven.

Presider: Our past unfaithfulness: the pride, hypocrisy, and impatience of our lives,

People: We confess to you, O God.

Presider: Our self-indulgence, and our exploitation of others, our anger at our own frustration,   

          and our envy of those more fortunate than ourselves,

People: We confess to you, O God.

Presider: For all false judgments, for uncharitable thoughts toward our neighbors, and for     

          our prejudice and contempt toward those who differ from us,

People: Accept our repentance, O God.

Presider: Restore us, Holy God, and let your anger depart from us;

People: Favorably hear us, for your mercy is great.

4. 용서의 선언
4. Declaration of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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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고치시고 힘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  중: 아멘.

Presider: May the Eternal God forgive us and free you from our sins, heal and strengthen    

          us by the Holy Spirit, and raise us to new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Peopl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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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7. Kyrie

...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1,2절) ...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다   같   이
All together 

6. 특    송
8. Special Song

.................................. Born Again .................................. 이광호 강도사
  Pastor Yi



4

7. 타인을 위한 기도
6. Prayers for the People

.......................................................................... 인   도   자
   Presider 

① 교회 공동체의 믿음 성장, 주일학교의 부흥 (For the PKCC, Sunday school)

② 선교지를 위하여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스라엘, 이슬람지역, 크리스천비전선교회)

③ 예배와 신앙학교를 통한 경건의 삶을 위하여
8. 말씀봉독
7. Scripture Reading

............................. 요3:1-5 .......................................
                 John 3:1-5

인   도   자
   Presider 

9. 설    교
9. Sermon

.................................. 물과 성령으로 ..................................
By Water and Holy Spirit

최민호  목사
 Rev. Choi

10. 마음을 높이 들어
10. Sursum Corda

............... 거친 주의 십자가 ............................... 다   같   이
All together 

11. 축    도
10. Benediction

.......................................................................................... 설   교   자
   Preacher   

12. 후    주
11. Postlude

...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자 (G. Merkel)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