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26. 밤마다 당신 그리는 ledere nacht verlang ik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보아 주소서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보아 주소서

찬양_114. 찬미하여라  Bless the Lord              

찬미하려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_78. 자비하신 성령 Tu sei sorgente viva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시편_96편. 알렐루야 Alleluia11                         

♪알렐루야(두번)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
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알렐루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
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알렐루야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알렐루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
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
이다. 

♪알렐루야(두번)

독서_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
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

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
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
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
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
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14절)

찬양_102. 주를 찬미하나이다  Confitemini Domino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독서_신약의 말씀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
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
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
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
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
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
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
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
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뭍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복음서 5장 5-11절)

찬양_ 129. 평화 평화 Frieden, Frieden             

평화 평화 너에게 주노라 내 평화를 주고가니
아무 걱정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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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_ 키리에1 kyrie1                          

주님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 그릇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소음과 분쟁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침묵으로 나아갈 때 
고요한 당신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불의한 권력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 일본정부와 

싸우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거대 자본의 힘에 맞서는 
노동자들, 이들을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남과 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맘을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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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근심이 나를 짓누르면, 신실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비틀거리는 이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비록 내가 길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목표 가까이 인
도하십니다. -요헨 클레퍼

찬양_ 30. 사랑의 나눔 Ubi carita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