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칠언(架上七言) 기도회
The Service of The Seven Last Words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성 금요일 예배 The Holy Friday Night Service 

 묵    도---------------------------------------------다 같 이  
 Silent Prayer                                               Together

성찬예식 (Holy Communion Service)

                   보좌 - 부교역자 혹은 장로들     

 중보기도---------------------------------------------다 같 이
  Intercessory Prayer                                        Together

      1. 조국과 미국의 영적 재건을 위하여 

         For the spiritual renewal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2세들을 신앙생활을 위하여

         For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s and their faith
      3.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For those who feel hurts and pains
      4.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For the peace of the world 

칠언(七言)을 상징하는 7개의 촛불을 예배 전에 미리 밝힌다.

일언(一言)씩 끝날 때 마다 촛불 한 개 씩 끈다.

Seven candle lights symbolic of seven words are to be lit before the service.
Each candle is to be extingushed after reading each word.

*사죄의 찬송--------------336장 1.4절-------------다 같 이
 Hymn of Pardon     “I Wandered From the Lord"         Together  

 첫 번째 말씀---------누가(Luke) 23:32-38-------- 봉 독 자 
 The First Word                                           Reader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목: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나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마 18:21-22)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Amen. (Matthew 18:21-22) 

치유의 찬송---------------136장-------------------다 같 이
Hymn of Healing                                         Together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두 번째 말씀-------누가(Luke) 23:39-43------------봉 독 자  



The Second Word                                           Reader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목: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 5:24)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2:8)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Amen. (John 2:8)

*회개의 찬송-----------------333장 -----------------다 같 이  
  Hymn of Repentance                                      Together

 세 번째 말씀---------요한(John)19:25-27------------봉 독 자 
 The Third Word                                             Reader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Dear woman, here is your son," 

목: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주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엡 6:1-3)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Amen. (Ephesians 6:1-3)

*고백의 찬송---------------330장 1.4절 -------------다 같 이 
 Hymn of Confession                                       Together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네 번째 말씀---------마가(Mark) 15:33-34-----------봉 독 자 
 The Fourth Word                                            Reader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Eloi, Eloi, lama sabachthani?"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목: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아멘. 

    (시 116:3-4)  

The cords of death entangled me, 
    the anguish of the grave came upon me;
    I was overcome by trouble and sorrow.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O Lord, save me!" Amen. (Psalms 116:3-4)

*고통의 찬송----------------136장-----------------다 같 이
 Hymn of Suffering       “Were You There"              Together

 다섯 번째 말씀------요한(John) 19:28-29--------- 봉 독 자 

 The Fifth Word                                          Reader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목: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 25:37-45)

   `Lord,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  Amen. (Matthew 25:37-45) 

*승리의 찬송------------------338장 -----------------다 같 이
Hymn of Triumph                                            Together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여섯 번째 말씀----------요한(John) 19:30------------ 봉 독 자

 The Sixth Word                                              Reader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목: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즉

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 5:3-10)

 and was designated by God to be high priest 
    in the order of Melchizedek. Amen. (Hebrews 5:3-10)

*신뢰의 찬송--------------363장 1.4절---------------다 같 이



 Hymn of Trust                                             Together

 일곱 번째 말씀-------누가(Luke) 23:44-49----------- 봉 독 자 

 The Seventh Word                                             Reader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목: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The Lord of truth, he saved me.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목: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 시오 나의 방패 시오.

회: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 시로다.  아멘. (시 18:1-2)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Amen. (Psalms 18:1-2)

  
 알리는 말씀--------------------------------------사 회 자 
  Announcements                                         Liturgist

*헌신의 찬송-----------------347장----------------다 같 이
  Hymn of Dedicatio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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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멘.

 Almighty God,
  may all the churches and the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and remembered the Passion of Jesus, our Lord, 
  be filled with the love of the Father,
  the grace of Jesus who is the one and only son of God,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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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The Congregation who are able shall 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