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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두 번째 금요예배
The Second Friday Service of the Lent 

                                                   March 3rd 2023 8:00pm.
인도자/ 최민호 목사          
오르간/ 주은주 성도

1. 서    주
1. Prelude

..............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D. Cherwein) ..............오 거룩하신 주님 (D. Buxtehude)
오르가니스트
  Organist

2. 여는 기도
3. Opening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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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내 모든 인생에서 주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주님의 능력을 주시옵고,주님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게 하옵소서.만일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의로움입니다.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 마이클 탈봇)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Let me be like you in all my ways.
Give me your strength,
Teach me your song,
Shelter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
For we are your righteousness, if we die to ourselves and live through your death.
Then we shall be born again to be blessed in your love.

John Michael Talbot

3. 교독고백
2. Lit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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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오 주여, 나의 입술을 여나이다.회  중: 나의 모든 입이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나이다.인도자: 순전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회  중: 내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인도자: 가난한 마음으로회  중: 내가 주님을 듣게 하소서.인도자: 사랑의 마음으로회  중: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인도자: 믿음의 마음으로회  중: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Leader: O Lord, open my lips.
People: Any my mouth shall proclaim your praise.
Leader: Give me a pure heart
People: that I may see Thee,
Leader: A humble heart
People: that I may hear Thee,
Leader: A heart of love
People: that I may serve Thee,
Leader: A heart of faith
People: that I may abide in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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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    송
4. Hymn

..................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 다   같   이
All together 

5. 시편봉독
7. Psalm Readings

................................ 시27:1-14 ................................
Psalm27:1-14

안태환  목사
  Rev. An

6. 사순절 묵상
7. Silent Meditation on the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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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Intercession for Lent)

인도자: 예수여,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온 세계의 교회들에게회  중: 새 생명을 주옵소서.인도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회  중: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인도자: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회  중: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인도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회  중: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가 되게 하소서.인도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회  중: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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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온 땅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에게회  중: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인도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회  중: 주님의 치유의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

Leader: Jesus, remember us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ear our intercessions. 
        For your church around the world,
People: we ask new life.
Leader: For all who carry out ministries in your church,
People: we ask grace and wisdom.
Leader: For people who have accepted spiritual disciplines,
People: we ask inspired discipleship.
Leader: For Christians of every land,
People: we ask new unity in your name.
Leader: For those who cannot believe,
People: we ask your faithful love.
Leader: For governors and rulers in every land,
People: we ask your guidance.
Leader: For people who suffer and sorrow,
People: we ask your healing peace.

(Prayer continues ...)

7. 침    묵
6. Silence

.......................................................................................... 인   도   자
   Leader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과 삶 속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위로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통해,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의 길로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를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고, 지속해서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Gracious God, there is no pain or suffering in our hearts or in our planet that you do 

not know, and there is no place that cannot be touched by your resurrection presence. 

Lead and guide us throughout our Lenten journey, that we might continue to grow into 

your way of love; a love which connects us with all people and continually sows seeds 

of hope; a love shown to us through Christ our Lord.

8. 특    송
8. Special Song

.....................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
In These Dark Days Lift Up Your Eyes

이광호 강도사
  Pastor Yi

9. 성경봉독
7. Scripture Readings

.......................... 마4:1-11 ....................................
             Matthew 4:1-11

인   도   자
   Leader 

10. 설    교
9.  Sermon

.................................... 승리의 주 ....................................
Lord of Triumph

최민호  목사
 Rev. Choi

11. 주의 기도
10. Lord’s Prayer

................................................................................... 다   같   이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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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    주
11. Postlude

.........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J. Brahms)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