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시작 

 

1. 전주:  성령님, 어서 오소서(Veni Creatus Spiritus) 합창 변주곡, Durufle  

 

2. 예배로의 부름- 
(예배 자료집, Q. 1.2.5) 

인도자: 바람과 불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인도자: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의 창조 목적 가운데  

우리는 당신 소유가 되었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인도자: 하나님, 사랑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영은 모든 이를 하나되게 하시며,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우리 안 하나님 은사를 확고히 해주십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가 창조하신 빛 안에서  

우리는 확신과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기원 찬양 Come Down, O Love Divine  
Glory to God #282 

 Text: Bianco da Siena, c. 1367; trans. Richard Frederick Littledale, 1867, alt. 

 Music: (DOWN AMPNEY): Ralph Vaughan Williams, 1906 

1. Come down, O Love Divine; seek out this soul of mine, 
and visit it with your own ardor glowing. 
O Comforter, draw near; within my heart appear, 
and kindle it, your holy flame bestowing.  

2. O let it freely burn, till earthly passions turn  
to dust and ashes in its heat consuming. 
And let your glorious light shine ever on my sight, 
and clothe me round the while my path illuming. 

3. And so the yearning strong, with which the soul will long, 
shall far out-pass the power of human telling. 
For none can guess God’s grace, till Love creates a place 
wherein the Holy Spirit makes a dwelling.   

 

4. 고백으로의 부름  



인도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와 함께 부활해 새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4.) 고백  

예배자: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오해하며  

분열과 소외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쓸 은사와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은사를 쌓아 

두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는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소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위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변화의 역사를,  

당신의 희망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5. 키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577 -  

 

6. 용서의 말씀  로마서 8:15-17 

인도자: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당신을 강건케 하십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 응답: Spirit of the Living God  - 수화를 통해  

  Glory to God #288 
 Text: Daniel Iverson, 1926 

 Music: (LIVING GOD) Daniel Iverson, 1926 

 © 1935 Birdwing Music (admin. EMICMGPublishing.com)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8. 평화를 나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인사를 나눕시다. 
 

9. 깨달음을 위한 기도 찬양: Holy Spirit, Come to Us (Tui amoris ignem)  
Glory to God #284 

Text: Taizé Community, 1998 

Music: Jacques Berthier, 1998 

© 1998 Les Presses de Taizé (admin. GIA Publications, Inc.) 

 

  Holy Spirit come to us; kindle in us the fire of your love. 
  Holy Spirit come to us. Holy Spirit come to us.  
 

10. 성경 말씀: 이사야 43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 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8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11. 후렴 Holy Spirit, Come to Us (284)  

Holy Spirit come to us; kindle in us the fire of your love. 
 Holy Spirit come to us. Holy Spirit come to us.  
 

12. 성경 말씀: 사도행전 2  

2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인도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3. 설교   

 

14. 찬송: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Glory to God #66 
 Text: African American spiritual 



 Music: (PENTECOST) African American spiritual; arr. Joseph T. Jones, 20th cent.;  

adapt. Melva Wilson Costen, 1989 

Music Adapt. © 1990 Melva Wilson Costen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Yes,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1. Upon the mountain, when my Lord spoke, out of God’s mouth cam 
fire and smoke. Looked all around me, it looked so fine, till I asked 
my Lord if all was mine. 

2. Jordan River, chilly and cold, it chills the body but not the soul. 
There is but one train upon this track. It runs to heaven and then 
right back.  

 

15. 사람들의 기도, 교회의 꿈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16. 주기도문  

 

17. 확신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희망: 요한계시록 7:9-17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낭독자 1: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낭독자 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낭독자 3… 4… 5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낭독자 1: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낭독자 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낭독자 3… 4… 5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파송 

 

18. 파송의 찬양 Come, O Spirit, Dwell Among Us 

Glory to God #280 
 Text: Janie Alford, 1979 

 Music: (EBENEZER): Thomas John Williams, 1890 © 1979 Hope Publishing Company 

1. Come, O Spirit, dwell among us; come with Pentecostal power;  
give the church a stronger vision; help us face each crucial hour. 
Built upon a firm foundation, Jesus Christ, the cornerstone, 
still the church is called to mission that God’s love shall be made 
known. 

 
2. We would raise our alleluias for the grace of yesteryears;  

for tomorrow’s unknown pathway, hear, O Lord, our humble 
prayers. 
In the church’s pilgrim journey you have led us all the way; 
still in presence move before us, fire by night and cloud by day. 

 
3. Come, O Spirit, dwell among us; give us words of fire and flame.  

Help our feeble lips to praise you, glorify your holy nam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ree in One: what mystery! 
We would sing our loud hosannas now and through eternity.  

 



19. 권면과 축도 

인도자: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심을 알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약속들의 성취를 기다리는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 후주 The Peace of the Earth Be with You  
The peace of the earth be with you,  
the peace of the heavens too;  
the peace of the rivers be with you,  
the peace of the oceans too.  
Deep peace falling over you;  
God’s peace growing in you.  

 
Words: Guatemalan traditional Trans: Christine Carson  

Music: Guatemalan traditional Arr: John L. Bell Trans & Arr © 1998 Christine Carson & WGRG, 

Iona Community, Scotland. GIA Publications, Inc., exclusive North American agent, 7404 S. 

Mason Ave., Chicago, IL 60638. www.giamusic.com. 800-442-1358.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