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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네 번째 금요예배
The Fourth Friday Service of the Lent 

                                                   March 17th 2023 8:00pm.
인도자/ 이광호 강도사          
오르간/ 주은주 성  도

1. 서    주
1. Prelude

.................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G. Bohm) .................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 Mendelssohn)

Fuga from Organ Sonata, No. 6.

오르가니스트
   Organist 

  

2. 예배에로 부름 
3.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Officiant 

인도자: 다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3:1)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회  중: 아멘.

Officiant : We all come together and offer worship to God. 

          "Therefore, holy broth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whom we confess." (Hebrews 3:1)

           Let us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Jesus, our high priest. 

People: Amen.  

3. 성시 교독
2. Responsive Reading

........................... 124.사순절(1) ........................... 다   같   이
All together 

인도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회  중: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인도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회  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인도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회  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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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회  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인도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회  중: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인도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회  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도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회  중: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Offician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People: Why are you so far from saving me, so far from my cries of anguish?

Officiant: My God, I cry out by day, but you do not answer, by night, but I find no rest.

People: Yet you are enthroned as the Holy One; you are the one Israel praises.

Officiant: In you our ancestors put their trust; they trusted and you delivered them.

People: To you they cried out and were saved; in you they trusted and were not put to 

shame.

Officiant: Do not be far from me, for trouble is near and there is no one to help.

People: A pack of villains encircles me; they pierce my hands and my feet.

Officiant: All my bones are on display; people stare and gloat over me. They divide my      

          clothe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garment.

People: But you, LORD, do not be far from me. You are my strength; come quickly to help me.

Officiant: Rescue me from the mouth of the lions; save me from the horns of the wild oxen.

People: I will declare your name to my people; in the assembly I will praise you.

Officiant: You who fear the LORD, praise him!

People: All you descendants of Jacob, honor him!Revere him, all you descendants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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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과 고백】
Praise and Confession

4. 찬    송
4. Hymn 

........................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다   같   이
All together 

5. 죄의 고백
2. Confession

.......................................................................................... 인   도   자
  Officiant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 103:13)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침묵기도)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Ps 103:13)

Let us praise the glorious name of the Lord and confess and repent of all our sins.

(Silent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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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서의 선언
4. Declaration

.......................................................................................... 인   도   자
  Officiant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시편 103:11)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For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great is his love for those who fear 

him;”(Ps 103:11) 

I declare that by relying on this word, all our sins are forgiven.

【말씀 봉독과 응답】
Reading The Word and Response

7. 구약 봉독
2. Old Testament Reading 

..................... 창12:1-4 .....................................
            Genesis 12:1-4

안태환  목사
  Rev. An

8. 응답송
2. Hymn

.......................... 637장 주님의 마음을 여시어 .....................
   Lord God, open our hearts to You

다   같   이
All together 

9. 서신서 봉독
2. Book of Letter Reading 

..................... 롬4:13-17 ...................................
           Romans 4:13-17

안태환  목사
  Rev. An

10. 응답송
10. Hymn

.......................... 637장 주님의 마음을 여시어 .....................
   Lord God, open our hearts to You

다   같   이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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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찬양
10. Thanksgiving

..................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인   도   자
  Officiant 

【말씀선포와 축도】
Proclaim the Word and Blessing

12. 성경 봉독
7.  Scripture Reading

.......................... 요4:19-25 ....................................
               John 4:19-25

인   도   자
  Officiant 

13. 설    교
7.  Sermon

.................................... 예배의 때 .....................................
A Time of Worship

최민호  목사
 Rev. Choi

14. 축    도
10.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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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후    주
11. Postlude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 Mendelssohn) ........
Allegro Molto from Organ Sonata No. 6.

오르가니스트
   Orga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