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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요일  특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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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일 금요일 저녁8시 라이브 영상예배 

예배� 인트로영상� /� ‘가상칠언’�

예배로의� 부름과� 개회기도� / 담임목사�

찬� � � � 송� /� 149장(통147)�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말씀의� 깨달음을� 위한� 기도와� 성경봉독� /� 다함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

포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마태복음� 27장� 45~50절� (p.50)

[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사도신경� /� 다함께

성금요일� 메시지� /� “가상칠언� 架上七言” 

첫번째 말씀 (정현섭 목사)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3)

두번째 말씀 (양주섭 전도사) /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1)

공동참회의� 기도� /�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도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

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

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번째 말씀 (장세원 전도사)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6~27)

네번째 말씀 (민예인 전도사)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찬� � � � 송� /� 269장(통211)�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다섯번째 말씀 (한선욱 권사) /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28)

여섯번째 말씀 (이인숙 사모) /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회개와� 중보기도� /� 다함께�

일곱번째 말씀 (정현섭 목사)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영상메시지� /� That’s� My� King� (Korean� Version)

공동� 결단의� 기도� /� 다함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증오합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의 문화와 종교를 혐오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본성,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애통하며 깊이 

회개하게 하소서. 인종차별의 폭력에 희생양이 된 우리 이웃과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게 하소서. 

미국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소멸되게 하여주소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주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냄의� 찬송� /� 144장(통144)� “예수� 나를� 위하여”

촛불� 점멸� /

축� � � � � 도� /� 담임목사

후� � � � �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