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회(재)의 수요예배
Ash Wednesday Service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The First Day of The Lenten Season

초청의 말씀--------------------------------------------집 례 자
Invitation                                                    Minister

집례 목사는 아래의 글을 읽는다.

The following statement will be read by the minister.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의 축제 전인 사십 일간을 영적 준비 기간으로 

기다렸으며 또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동안에 믿음의 권속들은 거룩한 세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진 사람들이 

참회와 용서를 통하여 화해를 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회복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자비와 용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성찰. 회개. 기도. 금식. 자기부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또한 명상하며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Dearly beloved in Christ, the early Christians observed the days of our Lord's passion and 
resurrection with great devotion, and it became the custom of the church to observe forty-days of 
spiritual preparation leading up to Easter. During this season preparation is also made for Holy 
Baptism for those who desire it. This was a time when people who had been separated from the 
community of faith because of their sins were reconciled through penitence and forgiveness, and 
restored through the life of the church. 

   In this way the whole congregation was reminded of the mercy and forgiveness proclaim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we ought to know the need of renewing our Christian faith. I invite you 
th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observe a holy Lent by self-examination and penance, prayer, 
fasting, self-denial, and by reading and meditating on God's Holy Scripture.

*찬    송--------------------27장-------------------다 같 이
 Opening Hymn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Together

 기    원------------------------------------------- 목    사
 Invocation                                               Minister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흙 속에 생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와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Almighty God,
   out of your love and mercy,
   you breathed into dust the breath of life,
   creating us to serve you and our neighbors. 
   For the Season of Lent, 
   may we serve the Lord
   and other people justly with a humble heart.

     

   Also, we entrust you with this service
   from first to last to be
   with us with your provision.
   May this hour be solely glorifying to you, O God.
   In Jesus Christ our Lord. Amen.

찬    송-------------------23장 -------------------다 같 이 
Hymn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Together

성경봉독-------------------------------------------봉독자들

Scripture Lesson                                    Readers

구  약  Old Testament    요엘        Joel 2:1-2, 12-17
신  약  New Testament   고린도후서  II Corinthians 5:20-6:10
복음서  Gospel           마태복음     Matthew 6:1-6, 6:16-21

         성찬식 Communion

보좌 : 부 교역자들

찬    송------------------284장--------------------다 같 이
Hymn               "Break Thou the Bread of Life"        Together

간    구-------------------------------------------다 같 이
Prayer and Petition                                      Together

    1.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하여

       For the repentance of our sins

    2. 조국과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For the spiritual recovery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죄인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 하시고 

    죄악의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드리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갱신되어 지고

    우리의 심령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Almighty and merciful God, 
    who desires not the death of sinners
    but that they turn from the wickedness of their lives,
    Accept our repentance, forgive our sins, 
    and restore our pure heart
    by the Holy Spirit to renew our live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찬    송------------------403장------------------다 같 이
 Hymn            “How Can I Keep From Singing"        Together

 말씀선포---------------회개와 심판---------------목    사
 Proclamation          Repentance and Judgement        Minister

 찬    송------------------405장----------------- 다 같 이 
 Hymn                   "Amazing Grace"                Together  

 헌    금-----------------------------------------다 같 이
 Offering                                              Together

*봉헌찬송-------------------1장-------------------다 같 이
 Offertory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Together

 봉헌기도---------------------------------------- 목    사
 Prayer                                                 Minister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였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On this first day of Lent,
    we truly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meaningful time 
    through the service of Ash Wednesday. 

    Receive and accept these precious gifts 
    offered by your children in the presence of God. 
    Bless these people who poured out their souls 
    to give offerings to you. 

    May these gifts be used 
    in your important missions to a good use.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n high. Amen. 

 알리는 말씀----------------------------------------목    사

 Announcements                                            Minister

*폐회찬송---------------------347장-----------------다 같 이
 Closing Hymn                                             Together

*축    도-------------------------------------------목    사
 Dismissal with Blessing                                  Minist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참회(재)의 수요예배에 참례하고

    성만찬을 대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As they are returning to their places of dwelling 
    after participating in today's Ash Wednesday service 
    and Holy Communion,
    may your precious children and their lives
    be filled with the riches of the
    sovereign redemptiv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immeasurable love of God, 
    and the amazing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empowers us, 
    truly now and forever. 
    Amen.            

후    주--------------------------------------------반 주 자  
 Postlude                                                  Organist

*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The Congregation who are able shall 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