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109. 주의 손에 오늘도   Bonum est confidere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찬양_67. 우리 곁에 머무소서 Bleib mit deiner Gnade

우리 곁에 머무소서 주 예수여 
오 우리 곁에 머무소서 빛 되신 주님

찬양_25. 밀알 하나가 Miral(canon)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시편_86편.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Misericordias Domini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두번)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
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
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
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
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
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뭇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
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두번)

독서_구약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
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 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
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
님만 가까이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 6-8절

찬양_96. 주님을 찬양하라   Laudate omenes gentes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독서_복음서의 말씀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
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사
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 때에 악
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
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
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
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
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
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
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
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
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 때에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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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
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
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마태복음서 4장 1-11절

찬양_12.나와 함께 Bleibet hier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_ 키리에6 kyrie6                          

 
사순절 동안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 

한없이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길을 열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수많은 악행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 부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따라 완전한 

선함의 길로 힘을 내어 걷게 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청원기도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키리에로 응답합니다.)

주기도문(뉴질랜드 교회 기도서)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영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당신 안에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어 
우주에 가득 메아리치게 하시고 
주님 공의의 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며 
지음 받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입힌 것을 
용서하소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힘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랑 피하게 하시며 
무엇이든 악한 것에 메이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소서. 

주님은 사랑의 권능과 영광 안에 
이제와 영원토록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마침기도                                 
(옆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려는 유혹
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도,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찬양_ 93. 주님은 사랑 Bog jest miloscia            
주님 사랑 한 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