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64. 오소서 성령이여 Tui amoris ignem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찬양_78. 자비하신 성령 Tu sei sorgente viva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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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_33편. 알렐루야 Alleluia8                         

♪알렐루야(두번)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
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알렐루야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에 살려 주신다.

♪알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
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
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
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알렐루야(두번)

독서_구약의 말씀                         
예언자 에스겔이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

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
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
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 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
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28절)

찬양_102. 주를 찬미하나이다  Confitemini Domino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독서_신약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
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
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
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24절)

찬양_72. 위로자신 성령이여 Veni Creator Spiritus  

위로자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Ve-ni Cre-a-tor Spi-ri-tus

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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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_ 키리에13 kyrie13                          

여기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신실함을 주소서. 

♪Kyrie eleison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주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친교를 나누게 하소서.

♪Kyrie eleison

우리 신앙의 굳은 것은 무르게 하시고 미지근함은 
뜨겁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Kyrie eleison

한반도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의 숨결로써, 거센 성령의 
바람으로 남과 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Kyrie eleison

성령 단비를 내려주소서. 공허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시고, 상처 입은 몸도 되살아나 

생기를 되찾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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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당신은 연약한 모든 것 위에 당신의 숨결
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 안의 잿더미 속
에 숨어 있는 사랑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우리 마음의 어두운 밤조차도 
당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여명이 됩니다. 

찬양_ 129. 평화 평화 Frieden, Frieden             

평화 평화 너에게 주노라 내 평화를 주고가니
아무 걱정도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