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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기도(Openning Pray) 3         ~ 640 ~                     다함께 

◆ 입장찬송(The Introit) 3              3장                        다함께 

◆ 회계와응답의기도(Confession&absolution) 4 ~ 643 ~           다함께 

◆ 신앙고백(Apostle Creed) 5         사도신경                    다함께 

◆ 찬송(Hymn of Praise) 6            12장(22)                    다함께 

◆ 성시교독(Resposiveread) 7       시편31편                 다함께 

◆ 찬송(Hymn of Praise) 8           619장                  다함께 

◆ 성도와인사(Salutation and collect of the day)                    다함께 

◆ 안내(Information of the Church)                             인도자 

◆ 공동기도(Pray for Ministry) 8      ~ 631 ~             김다니엘장로 

◆ 구약봉독(Old Testment) 9         스가랴(Zechariah) 9:9-12절      교인                             

◆ 신약봉독(New Testment) 10     빌립보서(Philippians) 2:5-11절     교인 

◆ 시편(Psalms)                      시편(Psalms) 31편                교인 

◆ 복음서(Gospel of Scripture) 11   마태복음(Matthew) 27:11-54절    목사 

◆ 특송(Choir of the Church) 12       156장(138)                   교인중 

◆ 설교(Preaching the Gospel)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상조목사 

◆ 목회기도(Pastor’s Prayer)                                        목사 

◆ 헌금과 찬양(Offering and Song) 13   50장(71)                 다함께 

◆ 봉헌송(Hymn for Offering) 13         634장(70)                  목사 

◆ 성찬예배(Service of the Sacrament) 14-17                          목사 

◆ 폐회기도 (A Concluding Collect) 17                                 목사 

◆ 송연(Postlude) 18                     631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18             ~ 640 ~                   목사 

일어서서 경건하게 

주일예배순서 
(Palm Sunday)  

     인도:이상조목사  9시30분 

주후 2019년0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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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마
28:19,18:20 

성도 : 아-멘(Amen) 

입장찬송(PROCESSIONAL HYMN) : (다함께 3장) 

긍휼을 위한 기도;KYRIE(LORD, HAVE MERCY) 

 

◆ 목사 : 주님께 평화를 구합시다 (in peace let us pray to the 
Lord.) 

◆ 성도 :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Lord, have mercy) 

◆ 목사 : 위로부터 평화를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For the peace from above and for our salva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성도 :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 목사 : 온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행복을 주시기 위하
여 하나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For the 
peace of the whole world, for the well-being of the Church 
of God and for the unity of all. Let us pray to the Lord. 

◆ 성도 :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 목사 :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예배와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
리 주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For this holy house and for all who 
offer here their worship and praise, let us pray to the Lord) 

◆ 성도 :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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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 AND ABSOLUTION 

회개(Confession) 

◆ 목사 :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 진실하지 못한 

것이지만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

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 성도 :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의

롭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But 

if we confess our sins, God, who is 

faithful and just, will forgive our sins 

and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회개기도(Silence Repent Pray)   

◆ 목사 :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Let us then confess our sins to God our Father.) 

(643장) 

◆ 성도 :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와 깨끗하지 못한 죄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

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Most merciful God, we confess that we are by 

nature sinful and unclean.  We have sinned against You in 

thought, word, and deed, by what we have done and by what 

we have left undone.  We have not loved You with our 

whole heart; we have not loved our neighbors as ourselves.  

We justly deserve Your present and eternal punishment.  

For the sake of Your Son, Jesus Christ, have mercy on us.  

Forgive us, renew us, and lead us, so that we may delight in 

Your will and walk in Your ways to the glory of Your holy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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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Absolution) : 

◆ 목사 : 자비로우신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

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 나는 그의 권능으로 성도들이 고

백한 모든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

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Almighty 

God in His mercy has given His Son to die for you and 

for His sake forgives you all your sins.  As a called 

and ordained servant of Christ, and by His authority, 

I therefore forgive you all your sins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 성도 :                 아멘(Amen)  

신앙고백(Creed)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

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

der Pontius Pilate, was crucif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

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

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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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F THE WORD 

찬양(HYMN OF PRAISE):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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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영광을(Gloria in Excelsis) 

 

◆ 목사 :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peace to His people on earth 

◆ 성도 :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
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Lord God, heavenly 
king, almighty God and Father: We worship You, we give 
You thanks, we praise You for Your glory. Lord Jesus 
Christ, only Son of the Father, Lord God,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You 
ar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hter; receive our 
prayer. For You alone are the Holy One, You alone are the 
Lord, You alone are the Most Hight,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in the glory of God the Father. A-men.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시편(Psalm) 31편  
 

 

 

● 목사: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Make Your face to shine upon Your servant; Save 

me in Your loving kindness. 
 

● 성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

서 나를 건지소서 My times are in Your hand; Deliver me from 

the hand of my enemies and from those who persecute me  
 

● 목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 
 

● 성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Blessed be the LORD, For He has made mar-

velous His lovingkindness to me in a besieged city  
 

 

● 다함께: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시라 하였나이다  I trust in You, O LORD, I say, "You are my 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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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Hymn of Praise): 6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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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와인사(Salutation and collect of the day) 

안내(Information to all members) 

목회기도(Collect) : (대표 기도) 

◆ 목사 : 기도 하겠습니다(Let us pray) 

    교회를 위하여 /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 복음 사역자   

    들을 위하여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 성도 : 아멘(Amen)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

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

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I will cut 

off the chariot from Ephraim And the horse from Jerusa-

lem; And the bow of war will be cut off And He will speak 

peace to the nations; And His dominion will b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

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As for you also, because of 

the blood of My covenant with you, I have set your pris-

oners free from the waterless pit. 

12.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Return to the 

stronghold, O prisoners who have the hope; This very day 

I am declaring that I will restore double to you. 

◆ 목사 : (낭독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This is the Word of 

the Lord) 

◆ 성도 :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Thanks be to God)  

성경봉독(Gospel of Scripture) 

구약낭록(OLD TESTMENT);  스가랴(Zechariah) 9:9-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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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Have this atti-

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고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

자가에 죽으심이라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For 

this reason also, God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WILL 

BOW, of those who a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and that every tongue wi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일어서서) 

성복음서(Holy Gospel) :  
다같이 : 할렐루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
리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Alleluia,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Alleluia, alleluia.) (찬양으로) 

목사 :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11-54절까지입니다(The Holy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27:11-54) 
성도 :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Glory to you, O Lord) (찬양으로)  

서신서(EPISTLE); 빌립보서(Philippians) 2:5-11절 

◆  목사 : (낭독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This is the Word of 
the Lord) 

◆ 성도 :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Thanks be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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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Now Jesus stood before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questioned Him, saying,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nd Jesus said to him, "It is as you say."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And 

while He was being accused by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e did not 

answer. 

26.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

겨주니라 Then he released Barabbas for them; but after having Jesus 

scourged, he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29.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And after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they knelt down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31.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

고 나가니라 After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the scarlet robe off Him 

and put His own garments back on Him,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 

32.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As they were coming out, they found a man of Cyrene 

named Simon, whom they pressed into service to bear His cross.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And above His 

head they put up the charge against Him which read,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라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

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Now the centuri-

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keeping guard over Jesus, when they 

saw the earthquake and the things that were happening, became very 

frightened and said,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 

◆ 목사 :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This is the Gospel of the Lord) 

◆ 성도 :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Praise to You, O Christ)  

본문: 마태복음(Matthew) 27:11-5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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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찬송(GOSPEL HYMN)  특송(Choir of the Church)  : 156장 

◆ 설교(SERMON) :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the Son of God) 
◆ 기도(Pray of the Church) : 목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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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과 찬양(OFFERING and Song)  

헌금송(OFFER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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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예배(SERVICE OF THE SACRAMENT) 

성찬식(HOLY COMMUNION)  

 

◆ 목사: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The Lord be with 
you) 

◆ 성도: 아멘(And also with you) 

◆ 목사: 온 마음을 주님께 올릴지어다(Lift up your heart) 

◆ 성도: 아멘(We lift them to the Lord) 

◆ 목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릴지어다(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 성도: 아멘(It is right to give Hime thanks and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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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에 대한 감사기도(PRAYER OF THANKSGIVING) 

 

◆ 목사 :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
원자가 되시며, 회개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
신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찬에 불
러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므
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이 성찬이 
세상 끝나고 주님 나라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
원히 있을지어다.    

◇ (Blessed are you, Lord of heaven and earth, for You have had 
mercy on those whom You created and sent Your only-begotten 
Son into our flesh to bear our sin and be our Savior.  With re-
pentant joy we receive the salvation accomplished for us by the 
all-availing sacrifice of His body and His blood on the cross. 
Gathered in the name and the remembrance of Jesus, we beg You, 
O Lord, to forgive, renew, and strengthen us with Your Word and 
Spirit Grant us faithfully to eat His body and drink His blood as 
He bids us do in His own testament. Gather us together, we pray,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celebrate with all the faithful the 
marriage feast of the Lamb in His kingdom, which has no end.  
Graciously receive our prayers; deliver and preserve us.  To You 
alone, O Father, be all glory, honor, and worship, with the Son 
and the Holy Spirit, one God, now and forever)  

 

◆ 성도 : 아멘(Amen) 

 

 

 
 

 

 

◆ 목사 :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지 성도의 삶을 기억할 수 있
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Lord, remember us in Your kingdom 
and teach us to pray) 다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 성도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아
옵나이다. 아멘   

◇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Matthew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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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
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하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
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
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
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Our Lord Jesus 
Christ,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I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of it, 
all of you;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is do,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 목사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성도들에게 있을 지어다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always) 

◆ 성도 : 아멘(Amen) 

 

◆ 목사 : 당신에게 주시는 떡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몸입니다(The 
tru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 성도 : 아멘(Amen) 

 

◆ 목사 : 당신에게 나누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피입니다(The 
true blood of Christ shed for you) 

◆ 성도 : 아멘(Amen) 

 

◆ 목사 :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강
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있을지어다(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strengthen and preserve 
you in body and soul to life everlasting. Depart in Peace.) 

◆ 성도 : 아멘(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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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후 감사 찬송(HYMN) : 228 

폐회기도(Conclusing Collect) 

 

목사 : 함께 기도합시다(Let us pray)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원까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힘을 주
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
령을 보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We give thanks to 
You, almighty God, that You have refreshed us through this sal-
utary gift, and we implore You that of Your mercy You world 
strengthen us through the same in faith toward You and in fervent 
love toward one another, through Jesus Christ, Your Son, our Lord,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one God, now 
and forever.) 

성도 : 아멘(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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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도(BENEDICTION) 

 

목사 :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
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
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있을찌어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 성도 : 아멘(Amen) 

송연(POSTLUDE) : 6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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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 (Bible Study)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가장이 그 가족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출20: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출20:7)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그의 이름으로 저주나 맹세나 요술이나 거짓말이나 기만하지 말
며, 도리어 어려울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기도와 찬미와 감사로써 그를 숭배하라는 뜻입
니다.  

셋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20:8)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그의 말씀과 이를 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며, 그 말씀을 거룩하
게 받들며,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넷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출20:12)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부모나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노하게 하지 말며, 존경하고, 섬기며, 

복종하고 존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출20:1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웃을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말며, 필요할 때 그를 도와주며, 친
절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출20:14)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말과 행실에 있어서 순결과 정절을 지키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출20:15)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웃의 금전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릇된 방법과 사기 수단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지 말며, 이웃의 계산이나 사업을 발전하도록 돕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여덟째 계명  
“네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20:16)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배신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고 변호
하며, 좋은 말로 대하고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아홉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20:17)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웃의 집이나 상속물을 탐내어 교활한 간책을 쓰며, 법률상 구실
을 붙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도리어 이웃의 안전과 그의 소유물을 보호하라는 뜻입니
다.  

열째 계명  
“네 이웃의 아내와 종이나 가족이나 그 밖에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출
20:17)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그의 종을 강압하거나 또는 그의 가축
을 해치지 말며, 저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머물게 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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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르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였으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서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권위와 그리스도

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였

습니다. 이 주장은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성서만으로!” (SOLA FIDE, 

SOLA GRACIA, SOLA SCRIPTURA)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솔라) 그러나 루터는 스스로가 시작한 이 일을 ‘종교 개혁’으로 생각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종교 개혁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

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고, 그를 설교자, 박사, 교수 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

다. 그로 인해 개신교가 태동했을 뿐 아니라 성서 번역, 많은 저작 활동, 

작고과 설교를 통해 사회와 역사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의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는 그를 말틴 루터라고 부릅니다.  

뉴저지 팰팍 한인 교회는 
 예배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킵니다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합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본 예배 순서는 누구든지 모임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

를 세워 예배할 수 잇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

임에서 예배를 위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조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