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일 예 배 순 서
The Service for the Lord's Day

성령강림절 후 열다섯 번째 주일 Fifteenth Sunday after Pentecost

11:00 ㏂ 예배인도(Presider): 이 대 성 목사
Rev. Dr. Dae Sung Lee 

*일어서서/*Stand as you are able

진한 글씨는 회중/Bold face read by congregation

※개회찬송은 전주의 마지막 단 연주시작에 일어나 주십시오.

전 주
Prelude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J.S.Bach)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입 례 송
Introit

············································································ 성 가 대
Choir

*개 회 찬 송
Processional Hymn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6장)
All Hail the Pow'r of Jesus' Name

················· 다 같 이
All Together

*예  배  사
Call to Worship

································································· 인도자/다같이
Presider & All

주의 자녀들아,

너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길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
Confession and Pardon

·················································· 다같이/인도자
All & Presider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

다.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보이는 곳에서만 거룩한 척 하였

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침  묵 Silence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의 인사
Greetings

·········································································· 다 같 이
All Together

*시 편 교 독
Psalm Reading

······················· 시편(Psalm)
114:1-8

························ 인도자/다같이
Presider & All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놂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영 광 송
Gloria Patri

······················ 성부 성자와 성령
Glory Be to the Father

························· 다 같 이
All Together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신 앙 고 백
Affirmation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다 같 이
All Together

기 도
Prayer

···································································
신 정 미 전도사

Ms. 

주 의 기 도
The Lord's Prayer

············· 주기도문(636장)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 다 같 이
All Together

구약 봉독
Old Testament Reading

················· 아모스서 5:4-15
Amos

························· 인 도 자
Presider 

오늘의 찬송
Hymn of the Day

···········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We’ve a Story to the Nation

··············· 다 같 이
All Together

서신서 봉독
Epistle Reading ················ 고린도전서 12:20-26

1 Corinthians
························ 인 도 자

Presider 

찬 양
Anthem

·····················
주 너를 지키시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John Rutter)

··················· 성 가 대
Choir

복음서 봉독
Gospel Reading

····················· 요한복음서 4:19-26
John

························ 인 도 자
Presider

말 씀 증 언
Sermon ···················

시련과 회복의 때
The Time of Trial and Restoration

······ 이 수 영 목사
Rev. Dr. Sou-Young LEE 

묵 상 기 도
Silent Prayer

········································································· 다 같 이
All Together

성도의 나눔
Koinonia

··············································································· 인 도 자
Presider

봉 헌 기 도 
 Offertory Prayer

········································································ 인 도 자
Presider

독  창
Offertory Music

·····
Nun scheint in vollem Glanze der Himmel

from Die Schöpfung
높은 하늘은 찬란히 빛나고 (Franz Joseph Haydn)

···· 이 원 석 교우
Mr. Wonseok Lee 

*봉 헌 송
Doxology

················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다 같 이
All Together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헌신의 기도
Dedicatory Prayer

··································································· 다 같 이
All Together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시련의 시기를 

맞은 이때 다시 자유롭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며, 모든 교회의 하나 

됨과 지체됨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의 찬 송
Recessional Hymn

··············· 내 맘이 낙심되며(300장)
Just When I Am Disheartened

···················· 다 같 이
All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인 도 자
Presider

*응 답 송
Choral Response

··········································································성 가 대
Choir

교회 모임 및 담당자 안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루스채플 예배실 담임·동역목사, 외부설교자
성가대 성경공부 오전 9:30 루스채플 113호 이대성 목  사
주일 성서 연구 오전 10:00 루스채플 113호 외  부 강  사

교회 학교
유  치  부

오전 11:00
루스채플 114호 신정미 전도사

초  등  부 원일한홀 101호 이정아 전도사
중･고등부 원일한홀 B101호 김준철 전도사

대학부 예배 신 촌 오후 2:00 루스채플 예배실 이해석 목  사

대학부 예배 국 제 오전 11:00 크 리 스 틴 채 플 곽호철 목  사
이재은 목  사

금요 중보기도 모임 오후 5:00 원일한홀 101호 김명수 목  사

교회위원회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남선교회, 여선교회 매월 둘째 주일 예배 후 친교실, 원일한홀 101호

제1장년회, 제1청장년회, 제2청장년회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원일한홀 211호

제2장년회 매월 넷째 주일 예배 후 원일한홀 101호
목회실 업무(화요일 휴무) 이대성 목사 김명수 목사 이해석 목사 

 (전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 



∣성∣가∣대∣찬∣양∣
주 너를 지키시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 작곡가 : John Rutter

▪ 찬양 가사

주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은혜 내려주시리.
주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아주시리, 평화주시리, 아멘. 

▪ 곡 설명
오늘 성가대 찬양은 영국 출신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John Rutter의
곡으로 민수기 6장 24-26절 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이다. 
오르간의 짧은 전주 후 소프라노를 통해 들리는 주제 선율은 이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를 위로하듯 따뜻한 울림을 주며 시작되고 이어지는 
4성부의 화음이 풍성함을 이끌어낸다. '평화주시리' 부분은 descending 
motive를 사용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표현하였고 주제 
선율의 변형을 사용한 마지막 '아멘' 부분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주시며 평강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려주는 이 축복기도를 통해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다. 

∣봉∣헌∣송∣
Nun scheint in vollem Glanze der Himmel

from Die Schöpfung
높은 하늘은 찬란히 빛나고

▪ 작곡가: Franz Joseph Haydn

▪ 찬양 가사

찬란한 광채 빛나는 하늘 화려한 땅은 뽐내고 있네
하늘엔 가득 새들이 날고 바다엔 가득 고기떼 노네
큰 짐승은 땅바닥을 큰 몸으로 짓누르네
그러나 주의 창조는 아직도 끝이 안 났네
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의 솜씨 보리라
주 은혜 찬양하리라 아직도 끝이 안 났네 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의 솜씨 보리라 주 은혜 찬양하리라
창조의 솜씨 보리라 주 은혜 찬양하리라
주 은혜 찬양하리라 주 은혜 찬양
주 은혜 찬양하리라

교회 안내 / Information

○ 다음 주일 예배: 설교-김동호 목사, 대표기도-이정아 전도사

○ 예배봉사: 성전 꽃꽂이-선우회, 통번역-유미정 교우,

 방송음향- 이하종, 한규진 교우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s

1.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수영 목사님(前새문안교회 담임목사)께 감사드립니다.

2. 45호 회지출간을 위한 홍보출판 분과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3. 비대면 예배가 지속됨에 따라 교우들의 동정을 접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

다. 사무실에 교우소식을 전달 부탁드리며, 특별히 가족 중 수험생이 있는 경

우, 사무실에 수험생 정보를 주시면 목회실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 헌화 교우: 김영걸(생일감사)/김종순 문성빈/백영숙 오계순(남편생일)

 장용(故 박옥임교우 추모) 허경진(부친추모)/이숙

지난주 통계/Last Sunday's Statistics

헌금

주일헌금 1,514,000원 월정헌금 2,300,000원 십일조헌금 760,000원
감사헌금 100,000원 특별헌금 0원 대학부(국제) 310,000원
교회학교 -원 대학부(신촌) 20,000원 헌화헌금 210,000원

총   계 5,241,000원

참석
인원

주일예배 -명 교회학교 -명
주일총계 -명

대학부(신촌) 예배 -명 대학부(국제) 예배 -명

실시간 144명

 온라인 헌금계좌 우리은행 126-000319-18-903 (학)연세대학교

2020년 9월 13일
제 89 주년 37주일

담임목사 : 이 대 성
(Rev. Dr. Dae Sung Lee, Senior Pastor)

동역목사 : 곽 호 철
(Rev. Dr. Ho Chul Kwak, Co-Pastor)

성가대지휘자 : 박 송 이
(Dr. Song Yi Park, Conductor)

연세대학교회
Yonsei University Church

교회사무실(Church Office) 02-2123-7360/1, (Fax) 2123-7362 <http://church.yonsei.ac.kr>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2)

루스채플
  (Luce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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