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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저녁 예배 순서 
 

주교 환영사 
 

예배는 저녁 기도로 시작합니다  

 

진행자 인사 

 

예배 환영 말씀 에베소서 2:19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나 방랑자가 아닌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초대사  
 

진행자  오! 주여,저희의 구원을 서둘러 주소서. 

사람들  오! 주여, 저희를 향한 도움을 재촉하소서. 

 

진행자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버지께 영광과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복음 마태복음 13:44-52 
 
 집사  마태복음대로 복음을 낭독. 

    
하느님이 말씀하시길: "하늘 나라는 들판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곳이어서 누군가가 

이 보물을 찾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팔아서 지금의 이 들판을 샀습니다. 45 "하늘 

나라는 또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아서; 46 값진 진주를 발견고 발견한 

진주를 모두 팔아 지금의 이 들판을 샀습니다. 47 "또한,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진 

온갖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과 같아서; 48 만선이 되면 물고기들을 골라내며, 좋은 

것을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49 그러므로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일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50 이를 갈며 울부짖게 될 

용광로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51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52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해 교육받은 모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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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들은 가정에서 새롭고 오래된 보물들을 내놓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  주님의 말씀. 

사람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The Rt. Jennifer Brooke-Davidson (제니퍼 브룩 데이비슨) 목사  

집회 주기도 

진행자 하느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 또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진행자 기도합시다.  

 

일깨움과 부활의 하나님, 고통 받는 저희는 주님께 찾아와 저희 교구를 위한 예배, 

기도, 소망을 드리오며, 이 집회에 저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부서진 구세주의 몸이 저희들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의 찬송과 영광의 

성령이 한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예배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교구 보고 & 역사 
 

마무리 연설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예배 

기도문 

 
V.  오!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R.   오! 진리의 주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V.  오! 주님, 주님 눈에 있는 사과처럼 처희를 지켜주십시오. 

R.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저희가 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행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진행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진행자와 사람들, 여러분 마음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4 

신성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에 임하옵시고,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 했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저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고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집사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집사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일하거나 연구하거나 우는 자들을 지켜봐 주시고, 잠든 자들을 주님의 

천사들이 비난하게 해주십시오. 주 그리스도여, 모든 주님의 사랑 아래 병든 자를 

돌보고, 지친 자를 쉬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축복하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기쁜 자를 감싸주십시오. 아멘. 

 

야간 기도  뉴질랜드 기도서에서 

 

주님,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은 고요함을 위한 밤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긴 하루를 보내고 난 후의 밤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났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자구요. 

이 밤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삶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 안에 쉴수있게 해주십시오. 

이 밤은 조용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게 해주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이들과 

평화를 지니지 못한 모든 이들도 감싸게 해주소서. 

이 밤은 새벽을 알립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자 공고  

진행자 안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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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저희 행사를 마치며 주님의 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돌아가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된 교구 성직자들과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자들의 이름이 

큰 소리로 읽혀지면서, 저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분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채팅 기능과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dwin Michael Ward (에드윈 마이클 워드)  

Robert Harrison Dilday (로버트 해리슨 딜데이)  

Gloria Carroll Kennedy Berberich (글로리아 캐롤 케네디 베르베리치)  

Hugh Couch White III (휴 카우치 화이트 3세)  

Gordon Bell Davis (고든 벨 데이비스)  

Gladys Elizabeth Lewis (글래디스 엘리자베스 루이스) 

John Joseph Desaulniers (존 조셉 디소니어스)  

Alexander Hoke Slaughter (알렉산더 호크 슬로터) 

Ruth Dimock Walsh (루스 디모크 월시)  

William Leon Weiler (윌리엄 리언 베일러)  

William Francis Myers (윌리엄 프랜시스 마이어스)  

William Ludwig Dols (윌리엄 루트비히 돌스)  

John Moffett Smith (존 모펫 스미스)  

Randall Hilton Haycock (랜들 힐튼 헤이콕)  

Joseph Christian Conrad (요셉 크리스티안 콘라드) 

John Fletcher Lowe (존 플레처 로)  

John Shelby Spong (존 셸비 스퐁)  

 

진행자 주여,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주의 종들을 받아 주십시오. 

사람들  주여, 우리는 저희 형제자매와 동료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영명의 빛이여, 주님 당신은 저희의 하나뿐인 빛이며 빛의 

샘입니다. 주님의 천사들과 왕좌와 지배와 권위와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빛이신 주님; 성도들의 빛이며 우리 둘러싼 증인들의 빛나는 구름을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등불이 

되어 빛나길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의 진리와 함께 빛나며 타오르기를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절대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함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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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죄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시므온의 노래 (NUNC DIMITTIS) 
 

진행자와 사람들  

 

주님, 깨어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 있는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잠들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했듯이 주님의 종들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이 눈으로 구세주를 보았으며 그분은 온 세상을 살피기 위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민족을 깨우쳐 주는 빛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성가 복창 

 

주님, 깨어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며 잠들 수 있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해산 
 

진행자 주님을 축복합시다. 

사람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자 마침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운 주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저희를 축복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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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예배 순서 

 
전주곡: 내 영혼에 좋아요  LEVAS #188 

 

투표 개최 & 협의회 모임 
 
 진행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 축복이 있나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일깨움과 부활의 하나님, 고통 받는 저희는 주님께 찾아와 저희 교구를 위한 예배, 

기도, 소망을 드리오며, 이 집회에 저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부서진 구세주의 몸이 저희들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의 찬송과 영광의 

성령이 한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예배 및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협의회 사업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의 승인 

진행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 축복이 있나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진행자의 안내 말씀 

 

우리는 이렇게 큰 증인이라는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벽한 예수님을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1-2 

 

세계적 유행병의 시기에 새로운 성직자들의 임명식이 진행되지만, 그들의 임명식은 

소수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만 행해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신뢰와 책임에 

헌신하려는 성직자로 지난해 새롭게 임명된 이들을 확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톨릭 교회인 이 교구로 모였습니다. 

 

소개 영상 

 

진행자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이 새로운 성직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 받아들입니다. 

진행자 그들의 사역을 인정합니까?  

사람들 인정합니다.  

진행자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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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하지 않는 힘과 영원한 빛의 하나님: 아름답고 성스러운 신비로움으로 가득찬 

교회 전체를 호의적인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운명의 적절한 활동과 평온함 

속에서 구세주의 계획을 수행하며 무너진 것이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오랜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했으며 만물이 창조되게하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의 통합체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군림하시는 유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그들이 온전함을 온 세상이 보고 

알게하셨습니다. 아멘. 

 

휴식 

 

사람들의 기도 
 

진행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 축복이 있나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집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쇄신과 변혁의 문을 저희를 위해 열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에 겸손하며,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유니버설 교회와 

성도님들, 함께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하나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 특히 이 교구의 주교인 Susan (수잔)과 Jennifer (제니퍼) 그리고 

Porter (포터)의 사역과 이 교구의 사람들 그리고 저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감독 주교님의 고마운 연구에 기도올립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세상과 국민을 위해, 통치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와 행동은 우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의 

은혜화 선함을 깨달은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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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을 안고 쉴 곳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외롭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소서.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COVID-19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과 집회 기도 목록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난민과 이민자, 인종차별의 피해자, 타인과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중독과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목소리와 친절함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안전과 

희망과 연민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멈춤 연민과 쇄신과 부활의 주님 

 

사람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참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기억하겠습니다. 잠시 멈춤 변화와 쇄신의 신 하느님 

 

사람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보냅니다. 

 

진행자는 최종 안내 말씀을 첨부합니다 

 

우리를 파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계속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 응답 해주시는 변화와 부활의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멘.   

 

협의회 사업 
 

예배식 위원회 
 

진행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 축복이 있나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역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역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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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축복을 구했으니 이제 교회와 공동체로 돌아가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행자 친애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을 대표하는 신자들이 

이 교구의 사역에 소집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역에 종사하는 한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까? 

사람들 수행하겠습니다. 

 

진행자 하나님의 영광과 버지니아 교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경건하게 사역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수행하겠습니니다. 

 

진행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분들을 친절히 보시고, 그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함없는 헌신과 거룩한 호감으로 섬기며,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협의회의 뜻을 전하며, 주님을 향한 새로운 활력과 마음 가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축복 & 묵살 
 

주교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진행자 성령의 능력을 기뻐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 & 묵살 

 

주님, 주님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WLP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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