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96. 주님을 찬양하라 Laudate omnes gentes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양_84. 주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 주소서 그 문 우리 안에 

찬양_78. 자비하신 성령 Tu sei sorgente viva      

오 자비하신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여
저희에게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시편_34편. 알렐루야 Alleluia8                         

♪알렐루야(두번)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
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알렐루야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
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
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알렐루야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알렐루야(두번)

독서_복음서의 말씀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
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
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
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
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마태복음서 13장 44-48절)

찬양_136. 항상 주님께  El Senyor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렴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독서_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
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
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
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
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
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19절)

찬양_ 25. 밀알 Miral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생명사랑 떼제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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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_ 키리에6 kyrie6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거짓이 활개치고 진실이 외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강남역 철탑에 올라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과 싸우고 
있는 김용희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꼭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자연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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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에 기댈 때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섭시다. 말씀
을 등불 삼아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찬양_ 29. 사랑의 나눔 Sarange nanum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