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83. 주께서 부활하셨네 Surrexit Dominus vere   

주께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찬양_67. 우리 곁에 머무소서 Bleib mit deiner G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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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_98. 주님의 손길  Behute mich, Gott          
주님의 손길 날 이끄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께 기쁨 참 기쁨 있네 

시편_100편. 알렐루야 Alleluia8                         

♪알렐루야(두번)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
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
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알렐루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
하심 대대에 미친다. 

♪알렐루야(두번)

찬양_53. 어둠도 주님 앞에  La tenebre             

어둠도 주님 앞에 어둠 아니라 
대낮과 같이 환하 오리다 

독서_복음서의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
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
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
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
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
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
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
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
니다." (요한복음서 17장 20-26절)

찬양_107. 주여 주 예수여 Jesus, remember. me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나라 임하실 때

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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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_ 키리에10 kyrie10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소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Kyrie eleison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잊혀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부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Kyrie eleison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삶에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Kyrie eleison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Kyrie eleison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옵소서.  
♪Kyrie ele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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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당신만을 찾게 하소서. 당신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이 당신으로 인해 기쁨에 젖어 
들게 하소서, 선한 주님, 당신과 우리가 속삭일 때 
우리는 연인처럼,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하
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잊어
버리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
신과 함께 있어 언제나 서로에게 머무르기를, 영원
히 하나를 이루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찬양_ 136. 항상 주님께 El Senyor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렴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