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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첫 금요예배
The First Friday Service of the Lent 

                                                   February 24th 2023 8:00pm.
인도자/ 최민호 목사          
오르간/ 주은주 성도

1. 서    주
1. Prelude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Prelude and Fugue in E minor - J.S. Bach
My Heart Is Filled with Longing (내 심령에 넘치는 갈망으로) - J. Brahms

Dearest Jesus, We Are Here (귀하신 예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 J.S. Bach

2. 사순절 예배로의 초대
2. Invitation to the Lente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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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된 죄사함이 절실함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통회 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  중 :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죄의 얼룩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깨어진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Officiant : Friends in Christ, Lent is a time for the renewal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pray fir rebirth from above. We begin this holy        
           season by acknowledging our need for repentance, and for the       
           mercy and forgiveness proclaim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invite you, therefore, in the name of Christ, to observe a holy   
           Lent by self-examination and penitence, by prayer and fasting, by   
           works of love, and by reading and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Let us bow before God, our Creator and Redeemer, and confess our  
           sins.

People : Gracious God, you alone know our frailty and understand our failures.  
         Cleanse us by your forgiveness, purge the stain of sin, and make      
         pure our hearts within peace of Jesus Christ, your Son, our Savior,    
         Amen.

3. 시작 기도
3. Opening Prayer

................................................................................... 인   도   자
   Officant 

4. 찬    송
4. Hymn

.........................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다   같   이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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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회의 기도
5. Prayer of Confession

......................... 시51:1-2, 10 .........................
Psalm 51:1-2, 10

다   같   이
All together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 Have mercy on me, O God,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Because of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the stain of my sins. 2 Wash me clean from my 
guilt. Purify me from my sin. 
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Renew a loyal spirit with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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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서의 확신
6. Assurance of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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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풍성한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Officiant : Because of God’s steadfast love and abundant mercy, we are not    
           cast away from God’s presence but are restored by God’s salvation.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we return to God forgiven, delivered,  
           and restored

People : Thanks be to God! In Jesus Christ we are forgiven!

7. 성경봉독
7. Scripture Readings

............... 사58:1-12 / 마6:1-6, 16-21 ...............
Isaiah 58:1-12 / Matthew 6:1-6, 16-21

안태환  목사
  Rev. An

8. 특    송
8. Special Song

..........................................................................................십자가 (The Cross)
이광호 강도사
  Pastor Yi

9. 설    교
9. Sermon

..........................................................................................고후5:20-21 “하나님의 의”
최민호  목사
 Rev. Choi

2Corinthians5:20-21 “The Righteousness of God”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 So we are Christ’s ambassadors; God is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speak for Christ when we plead, “Come back to God!” 21 For God made Christ, 
who never sinned, to be the offering for our sin, so that we could be made 
right with God through Christ.

10. 축    도
10.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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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    주
11. Postlude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Prepare Thyself, Myself, Watch and Pray - J. C. Kettle
(내 자신과 영혼을 살피며 준비하고 기도하세)

※예배 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