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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일곱째 주일/주님의 승천 주일
Seventh Sunday of Easter/Ascension Sunday

11:00 ㏂ 예배인도(Presider): 이 대 성 목사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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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jesté du Christ demandant sa
gloire à son Père." from <L'Ascensio

 
n>

<승천>중 "영광을 성부께 갈구하시는 예수님의 존엄"
(O. Messiaen)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입 례 송
Int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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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31장)
Praise Him, Praise Him

················· 다 같 이
All Together

*개 회 찬 송
Processional Hymn

*예  배  사
Call to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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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
Confession and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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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딱딱한 문자와 차가운 율법으로 포장하고, 내용보다는 

외양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지 못하고, 남에게 감동적으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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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ng of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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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alm Reading

시편(Psalm)
1

시 편 교 독 ······················ ·························· 인도자/다같이
Presider & All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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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 도
Prayer

······································································ 이 숙 위원
Ms. Sook Lee 

주 의 기 도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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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같 이
All Together

첫 번째 봉독
First Reading

···················· 사도행전 1:15–17, 21–26
Acts(별지)

인 도 자
Presider 

오늘의 찬송
Hymn of the Day

·········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528장)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

················ 다 같 이
All Together

두 번째 봉독
Second Reading

····················· 요한일서 5:9–13
1 John(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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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Anthem

왕 되신 만유주
Rejoice, The Lord is King

(편곡:Henry Pfohl)
······················· 성 가 대

Choir

복음서 봉독
Gospel Reading

·························

······················ 요한복음서 17:6-11
John(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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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증 언
Sermon ··································

간절함
Eagerness

······················ 이 진 경 목사
Rev. Ji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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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금 송
Offertory Music

··················· ··············· 고 승 우 교우
Mr. Ko seungwoo

*봉 헌 송
Doxology

················

주 하나님
Domine Deus from "Petite 

Messe Solennelle"
(Gioachino Ross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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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같 이
All TogetherDedicatory Prayer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도 헌신을 배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도 넣어주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벗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찬 송
Recessional Hymn

··············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181장)
Risen and Ascended Lord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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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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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답 송
Chor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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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주
Postlude

·············· Ciaccona in C Major BuxWV 137
( D. Buxtehude)

··········· 오르가니스트
Organist

교회 모임 및 담당자 안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루스채플 예배실 담임·동역목사, 외부설교자
성가대 성경공부 오전 9:30 루스채플 113호
주일 성서 연구 오전 10:00 루스채플 113호

교회 학교
유  치  부

오전 11:00
루스채플 114호

초  등  부 원일한홀 101호
중･고등부 원일한홀 B101호 

이대성 목  사
외  부 강  사
신정미 전도사
이정아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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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은 전도사

오후 5:00 원일한홀 101호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 
매월 둘째 주일 예배 후 

매월 셋째 주일 예배 후

매월 넷째 주일 예배 후 

김명수 목  사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원일한홀 101호
원일한홀 101호, 친교실,
원일한홀 211호
원일한홀 101호

금요 중보기도 모임

교회위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제1장년회, 제1청장년회, 제2청장년회

제2장년회
목회실 업무 이대성 목사 김명수 목사 이해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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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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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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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가니스트 신 동 일: 
(Dong-ill Shin, Org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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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6일제 

90 주년 20주일
교회 안내 / Information

– 임성욱 목사, 대표기도 – 윤종규 교우○ 다음 주일 예배: 설교 

○ 예배봉사: 성전 꽃꽂이 - 선우회, 번역 - 유미정 교우

 방송음향 -  황인표, 조성우 교우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s

1.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진경 목사님(협성대학교 교수, 교목)께 감사드립니다.

2. 대학교회 예배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부분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총 60명의 신청만을 선착순으로 받되 각 주에 배정된 선교회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자치회 소속이 안 되신 교우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참석불가. yonseichurch@yonsei.ac.kr로 성함, 연락처를 남김.)

▷ 온라인 헌금: 우리은행 126-000319-18-903 (학)연세대학교
* 입금 시 성명 뒤에 (십일조:십, 월정:월, 감사:감, 선교:선
헌화:헌)으로 표기부탁 드립니다(미 표기 시 주일헌금)

◈ 교우 소식

▷ 장민서 교우: 연주회, 5월 16일, 오후7시, 엔엔아츠.

▷ 유진주 교우: 전시회, 2021년 한국여성작가협회전, 5월 12일(수)~5월
18일(화), 인사 아트프라자 갤러리.

◈ 헌화 교우

조영일, 조윤현/양인숙(시부모추모), 정노팔/박정자

지난주 통계/Last Sunday's Statistics

헌금

주일헌금 3,213,000원 월정헌금 1,500,000원 십일조헌금 1,430,000원
감사헌금 271,000원 특별헌금 0원 대학부(국제) 600,000원
교회학교헌금 0원 대학부(신촌) 42,000원 헌화헌금 0원

총   계 7,056,000원

참석
인원

주일예배 -명 교회학교 -명
주일총계 -명

대학부(신촌) 예배 -명 대학부(국제) 예배 -명

실시간 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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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찬∣양∣
왕 되신 만유주

 Rejoice, The Lord is King

▪ 편곡가: Henry Pfohl ▪ 작사가: Charles Wesley

▪ 찬양 가사
왕 되신 만유주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선가 부르자.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망하고 나 죄짐 벗은 후,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 날을 기리며, 기쁘게 맞으리
네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 곡 설명
승천주일인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 만유의 주 앞에 > 를 편곡한 것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온 땅 위에 선포한다.
찬송가 후렴부분의 원가사를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4:4)"는 말씀에 기초를 둔다고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의 
어려울 상황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다(요17:13).평안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기본인 기쁨이 이 찬양을 통해 흘러넘치
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린다. 

∣봉∣헌∣송∣

주 하나님
Domine Deus from "Petite Messe Solennelle"

▪ 작곡가: Gioachino Rossini

▪ 찬양 가사

Domine Deus rex co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 unigenite Jesu Christe.
Domine Deus, rex co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 unigenite, unigenite Jesu christe.
Domine Deus. Agus Dei Filius Patris. Filius Patris.
Domine Deus. Agus Dei Agus Dei Filius Patris.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양, 성부의 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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