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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기도(Openning Pray) 3     ~ 640 ~                     다함께 

◆ 입장찬송(The Introit) 3           2장                       다함께 

◆ 회개와응답의기도(Confession&absolution) 4 ~ 631 ~           다함께 

◆ 신앙고백(Apostle Creed) 5         사도신경                    다함께 

◆ 찬송(Hymn of Praise) 6            11장                      다함께 

◆ 성시교독(Resposiveread) 7        시편3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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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3 ~            김다니엘장로 

◆ 구약봉독(First Reading) 9  사무엘상 1 Samuel 17:40-51절        교인                             

◆ 신약봉독(New Testment) 10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1-10절   교인 

◆ 시편(Psalms)                   시편(Psalms) 32편              교인 

◆ 복음서(Gospel of Scripture) 11 마태복음 Matthew 4:1-11절         목사 

◆ 특송(Choir of the Church) 12       143장                     교인중 

◆ 설교(Preaching the Gospel)   “영적 전생을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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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Postlude) 18                  631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18          ~ 640 ~                    목사 

일어서서 경건하게 

주일예배순서 
(Invocabit-First Lord Day in Lent)  

     인도:이상조목사  9시 

주후 2020년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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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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0 

성도 : 아-멘(Amen) 

입장찬송(Hyme of Praise) : (다함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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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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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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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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리하여 예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 나는 그의 권능으로 

성도들이 고백한 모든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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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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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태하

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

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

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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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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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

last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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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F THE WORD 

찬양(HYMN OF PRAISE):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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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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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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편  

●목사: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How 

blessed is h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성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

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I acknowl-

edged my sin to You, And my iniquity I did not hide;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목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진실로 홍수

가 범람할찌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let everyone who is godly 

pray to You in a time when You may be found; Surely in a flood of 

great waters they will not reach him  

●성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You are my hiding place; You preserve me from 

trouble; You surround me with songs of deliverance.

●다함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he who 

trusts in the LORD, lovingkindness shall surround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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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Hymn of Praise): 6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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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와 인사(Salutation and collect of the day) 

● 안내(Information to all members):  

공동기도(Collect) : (대표 기도) 

◆ 목사 : 기도 하겠습니다(Let us pray) 

    교회를 위하여 / 예배를 위하여 / 성도를 위하여 / 복음 사역자   

    들을 위하여 / 동포들을 위하여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 성도 : 아멘(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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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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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구약  

OLD TESTAMENT:  사무엘상 1 Samuel 17:40-51절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

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Then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to me with a sword, a spear, and a 
javelin, but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
mies of Israel, whom you have taunted.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up into my hands,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remove your head from you. And I will give the dead 
bodies of the army of the Philistines this day to the birds of the sky and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and that all this assembly 

may know that the LORD does not deliver by sword or by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s."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Then it happened when the Philistine rose and 

came and drew near to meet David, that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the Philistine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And David put his hand into his bag and took 

from it a stone and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his forehead. An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so that he fell on his face to the ground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Thus David prevailed over the Philistine with a sling and a stone, 

and he struck the Philistine and killed him; but there was no sword in David's 
hand.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Then 

David ran and stood over the Philistine and took his sword and drew it out of its 
sheath and killed him, and cut off his head with it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champion was dead, they f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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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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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1절까지입니다(The Holy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4:1-11) 
성도 :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Glory to you, O Lord) (찬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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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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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1-10절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

지 말라And working together with Him, we also urge you not to receive the grace of 

God in vain--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for He says, "AT THE AC-

CEPTABLE TIME I LISTENED TO YOU, AND O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3.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giving no cause for offense in anything, so that the ministry will not be dis-

credited,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

과but in everything commending ourselves as servants of God, in much endurance, in 

afflictions, in hardships, in distresses 

5.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in beatings, in 

imprisonments, in tumults, in labors, in sleeplessness, in hunger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in purity, 

in knowledge, in patience, in kindness, in the Holy Spirit, in genuine love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in the word of truth, 

in the power of God; by the weapons of righteousness for the right hand and the left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by glory and dishonor, by evil report and good report; regarded as 

deceivers and yet true;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

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as unknown yet well-known, as dying yet behold, we 

live; as punished yet not put to death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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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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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4:1-11절 “영적 전쟁을 이기는 법”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And after He had fast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then became hungry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

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And the tempter cam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GOD.'"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Then 

the devil took Him in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

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

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
GELS CONCERNING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

니라 하신대 Jesus said to him, "On the other hand,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

여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and he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will give You, if You fall down and worship 
me."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Then Jesus said to him, "Go,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Then the dev-

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began to minister to Him 

복음서 봉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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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찬송(GOSPEL HYMN)  특송(Choir of the Church)  :  143장 

◆ 설교(SERMON) :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법(Spiritual War vic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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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
고 구원자가 되시며, 회개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제물
로 드리신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찬에 불러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
시며 이 성찬이 세상 끝나고 주님 나라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이르
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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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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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하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
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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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memb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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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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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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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주시고, 힘
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
도록 성령을 보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대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We 
give thanks to You, almighty God, that You have refreshed us 
through this salu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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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하
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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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POSTLUDE) : 6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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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팰팍 한인 루터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 위치적 의미: 레오니아 중고등학교, 팰리세이드 팍 중고등학교 

그리고 리지필드 중고등학교를 중심지에 두고 있어 학생들이 마

음껏 평안하게 주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

니다 

● 교육적 의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건전하고 정직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

니다 

● 지역을 섬기는 의미: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

는 공간과 장소가 부족한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

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

며,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비전과 자기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스넥과 같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저지 팰팍 한인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

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회원과 같은 교인이 필요합

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책은 하나님의 것으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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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르틴 루터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나, 로마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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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과 설교를 통해 사회와 역사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의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는 그를 말틴 루터라고 부릅니다.  

뉴저지 팰팍 한인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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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

임에서 예배를 위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조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