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양_135. 하늘에는 영광이요 Gloria, gloria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알렐루야 알렐루야

찬양_96. 주님을 찬양하라 Laudate omnes gentes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양_11.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I am sure l shall see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한 세상 살아가리
내 마음 굳게 굳게 믿으며 주님 기다리리

시편_85편. 알렐루야 Alleluia8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알렐루야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알렐루야(두번)

독서_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
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
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
입니다. (빌립보서 4장4-7절)

찬양 53. 어둠도 주님 앞에  la tenebre         
어둠도 주님 앞에 어둠 아니라
대낮과 같이 환하오리다

독서_복음서의 말씀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
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
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
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
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
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
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
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
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
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
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
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서 1장 67-79절)

찬양_97. 주님의 날 Wait for the Lord               

주님의 날 다가오니 온 맘으로 기다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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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고요한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중보기도_ 키리에10 kyrie10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정의,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오 샛별, 영원한 빛의 찬란함, 정의의 태양이여,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누워 있는 이들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로 오소서. 더 이상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는 전쟁이 없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살 같은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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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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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