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시작 

 

1.전주: Chi Yi Chen Wolbrink – Global music 

 

2. 예배로의 부름: 시편 105:1-5, 42-43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예배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인도자 :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배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 

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인도자: 그가 행하신 기적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예배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3. 개회 찬송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 Zach Light-Wells, guitar 

  Glory to God #475 

 Text: Robert Robinson, 1758, alt. 

 Music: (NETTLETON):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Part Second, 1813 

1.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God’s unchanging love! 

2. Here I raise my Ebenezer; hither by thy help I’m come; 

and I hope, by thy good pleasure, safely to arrive at home.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interposed his precious blood. 



3. O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 take and seal it;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4. 고백으로의 부름 

인도자: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도록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인정합시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자비를 믿으면서, 은혜의 보좌에 다가갑시다. 

 

5. 참회의 기도 

인도자: 거룩하고 긍휼하신 주님, 

저희가 지쳤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모든 이를 당신 현존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고립되고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느낍니다. 

당신은 매일 저희와 함께 걸으시며 소망과 거룩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야는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로 흐려졌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저희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나 낙담합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잊을 때가 

있더라도,  

저희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명백히 드러나는 미래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6. 키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576-  

 

7. 용서의 선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는 강인함이, 

 흔들리는 영혼에는 평화가,  

우리 삶의 깨어진 부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됩니다.  

 

8. 응답 - 셀틱 알렐루야 -587- 

9. 평화의 인사- 

말씀 

10. 깨달음을 위한 기도 

 

11. 성경 봉독:시편 84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 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주님 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 찬송가: 소망이 여기 머물며- 

Lissa Schneckenburger, arr. Andrea Ramsey 

MusicSpoke 

My mother when love is gone in our darkest hour hope lingers on. 

My father when peace is gone…  

My sister when equality’s gone…  

My brother with tolerance gone…  

My love when honor is gone…  

My country when justice is gone…  

(Refrain)  

I will not hate and I will not fear. In our darkest hour, hope lingers here. 



 

13. 설교: 문턱에 서 있는 문지기 

 

14. 찬송가: Almighty Lord, How Lovely Is That Place  

  Psalms for All Seasons #84D 

 Text: Stephen P. Starke © 1991 Stephen P. Starke, admin. Concordia Publishing House 

 Music: (SINE NOMINE): 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 P.D.  

1. Almighty Lord, how lovely is that place where you are dwelling, robed 

in light and grace! Oh, how we long to see you, face to face! Alleluia! 

Alleluia! 

2. At times we sigh, are slow to sing your praise, yet find in you the 

strength for all our days, as desert paths are flooded by your grace! 

Alleluia! Alleluia! 

3. From strength to strength we live each passing year, led by your love, 

which casts away all fear, till we in Zion surely shall appear! Alleluia! 

Alleluia! 

4. Lord, hear my prayer, with favor look on me; there is no place that I 

would rather be than in your courts, to dwell eternally! Alleluia! Alleluia! 

5. Glory to God, the Father and the Son and Holy Spirit, ever three in one; 

ever the same, while endless ages run! Alleluia! Alleluia! 

 

성만찬 

 

15. 헌금 - 봉헌 기도 

APCE를 통해 하나님 께서 계속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Val Murphy를 기념하여 연례 행사 헌금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름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중에 여러분의 헌금은 APCE의 사명과 사역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올해의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칠 때,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신뢰와 함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당신 백성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현재를 향한 소망과 격려를  

일구도록 그들을 도와 주소서.  

그리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당신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강인함도 

키우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존재 전부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 전부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 안에서 

찬미하나이다.  

아멘.  

 

16. 성만찬으로의 초대 

케탄:죽음을 맞이하기 전날 밤 

예수님은 평범한 식탁으로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 그 평범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식탁을 성스러운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밝히셨습니다.  

구세주는 당신의 은총에 굶주린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이 모두를, 

이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17. 성만찬 감사 기도 

 

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이샤와 케탄: 또한 그대와 함께. 

아이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 드리십시오. 

폴과 케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케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이샤와 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케탄: 깊은 골짜기 안에서나, 높은 산 위에서나, 

 평탄한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진실로 옳은 일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이십니다. 

모든 것의 미래를 상상하십니다.  

 

저희가 당신으로부터 돌아섰다 해도 

저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저희가 당신 것임을 주장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로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간과 장소의 세례받은 이들과 함께 

천국의 군중과 

 수많은 천사의 합창과 함께,  

당신의 영광된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18. 상투스-마크 밀러 

 

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탄생을 통하여 당신은 육신을 취하셨고 

창조의 선함을 확정하시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의 진리를 나누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저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보이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고 

영생의 약속을 구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 빵과 음료를 취하며,  

당신의 축복하신 이 땅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도록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나이다. 

 

19. 추도의 말-마크 밀러 

 

아이샤: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주여, 

당신 사랑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복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저희 사이에, 머무시는 당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러한 은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로 하는 성찬이 

 되게 하소서. 

저희보다 먼저 가버린 이들을 

 당신 앞에서 기억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임재로서 저희를 모으시고, 

모든 성도들과 이 잔치를 나누게 하소서.  

 

20. 사망자 명단 

 

케탄: 삶과 죽음에 있어 저희는 당신께 속해 있나이다. 

당신은 저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음식으로 먹이시고 저희에게 강한 비전을 주십니다. 

 당신 약속으로 힘을 얻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까지,  

저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시는 선한 일에 신실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께 

 이제와 영원히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21. 주기도문(에큐메니컬 버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2. 성만찬 제정의 말씀 

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이샤: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케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3. 성만찬 기도-켄드라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삶에 오셔서 

성스러운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접시를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축제에, 당신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한 신실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나이다. 

당신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드리나이다.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으로 이끄시고 

저희가 평범한 일상 세계를 

당신 은총과 치유와 사랑의 언약으로 채우게 하소서. 

구원받은 이들이 노래하는 합창에 저희가 동참하는 날까지,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속하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나이다.  

아멘.  

 

파송 

 

24. 찬송가 Give Thanks for Those Whose Faith is Firm 

  Glory to God #731 

 Text: Martin E. Leckebusch, 1998 © 2003 Kevin Mayhew Ltd. 

 Music: (REPTON): C. Hubert H. Parry, 1888 

1. Give thanks for those whose faith is firm when all around seems bleak: 

on God’s good promise they rely, so while they live and when they die  

how forcefully they speak: the strong, who once were weak! 

2. Give thanks for those whose hope is clear, beyond mere mortal sight: 

who seek the city God has planned, the true, eternal promised land, 

and steer on toward that light, a beacon ever bright. 

3. Give thanks for those whose love is pure, a sparkling precious stone: 



they show by what they say and do an inward beauty, warm and true,  

for God’s concerns they own: God’s love through them is known. 

4. Give thanks for saints of ages past and saints alive today:  

though often by this world despised, their hearts by God are richly 

prized. 

Give thanks that we may say we share their pilgrim way.  

 

25.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희망: 요한계시록 22:1-7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 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6 아멘-마크 밀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