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오늘 성회수요일을 지키며, 육신이 날 때 흙으로 좇아 나고, 

죽으매 흙으로 돌아감을 항상 기억하여 묵상케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죽음과 같이 스스로 대하여, 평생에 

자기에게 죽고, 세속에 죽고, 죄악에 죽고, 재물에 죽고, 욕망에 

죽고, 홀로 오직 예수님을 인해 살아서 주의 나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

라. 아멘.

성회수요일 메시지 / “나는 날마다 죽노라” / 정현섭 목사 

찬송 /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십자가 전달식 

축도 / 담임목사 

2023년 오클랜드교회 

성회수요일 특별예배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묵도 및 기원 / 시편 62:1-8 / 집례자 정현섭 목사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송 / 150장 “갈보리산 위에”

교독문 / 124번 사순절(1)

[집례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회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집례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회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집례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회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시22:1~5)

[집례자]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시 22:11)

[회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집례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회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시22:16하-19)

[집례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회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집례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회중]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22:21-23) 아멘. 

회중기도 / 오금희 장로 (임원회장)

찬송 /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공동의 기도 / 다함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완악한 저희 인간들 때문임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야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멸시와 욕 

대신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셨고, 침 뱉음을 

당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통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가셨으며, 

피땀을 흘리시며 여러 번 넘어지셨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비옵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어서 험한 세상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슬픔의 심연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