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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사 회: 김영훈 목사
오르간 반주: 임미영 권사
전

주 ..….….….….………….….….….………….….….…….……...… 오르간 연주

예배로의 부르심
공동의 기도 ……….........…………………….…………..…………........... 다

같

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고통 중에서도,
타는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주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정녕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린 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녔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에 고통 받으시는 주님만을 홀로 남
겨 둔 채,
고난의 자리를 피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통회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못 박힌 손으로 저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릇된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참회의 기도 (각자)
교독문 131번 / 고난주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
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찬

송 ...………… 갈보리 산위에 150장(통135장) .….…….. 다

같

이

성경봉독(1) ....……………… 마태복음 27:11-26 ………….…….….. 김종남 목사
첫 번째 말씀
핸드벨 콰이어(영상)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성경봉독(2) …....…...……… 마태복음 27:27-44 ………...….….…. 조희원 목사
두 번째 말씀
특

송(영상) …………... 오늘도 그 이름만 부르네 …….……... 김지연 집사

성경봉독(3) …….….……..… 마태복음 27:11-26 …..…...…..….….. 김영훈 목사
세 번째 말씀
특

주(영상) …….….………… “십자가의 길”.……………..….. 김애자 선교사

찬

송 ……..….… 거기 너 있었는가 147장(통136장)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후

주 ..….….….….………….….….….………….………...….……...… 오르간 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