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무 일 과
(송구영신 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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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의 고백

✝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에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끝맺게 하소서.

◉ 아멘

✝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한다.

◉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비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내리소서.

◉ 아멘

2. 초대송

✝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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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의 시편 (시편 31:1-8, 15-17, 22-25)

1 주여,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 바르게 판정하시는 하느님, 나를 구해 주소서.

2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나를 빨리 건져 주소서. 

  ◯ 이 몸 피할 바위와 성채 되시어 나를 보호하소서

3 당신은 정녕 나의 바위, 나의 성채이시오니 

  ◯ 주, 그 이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 가소서.

4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 나를 잡으려고 숨긴 그물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5 진실하신 하느님, 나의 주여, 

  ◯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 주소서.

6 나는 헛된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며 

  ◯ 다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7 나의 환난 굽어 보시고, 곤경에 빠진 이 몸을 돌보셨으니, 

  ◯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 기뻐하고 즐거워하옵니다.

8 나를 또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 넓은 땅에 마음대로 살게 하셨사옵니다.

15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16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 주소서. 

  ◯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17 주여, 당신을 부르는 나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지 마시고: 

  저 악당들을 부끄럽게 하시어 ◯ 땅 속에서 잠잠케 하소서.

22 성채가 포위되고 공격받는 중에서도 

  ◯ 한결같은 사랑의 기적 내리셨으니, 

¶ 주여, 찬미받으소서. ◯ 당신께서는 정녕 들어 주셨사옵니다.

23 나 환란 중에서 ‘주님 눈밖에 났구나’ 생각했으나 

  ◯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24 믿음 깊은 자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를 믿는 자들은 지켜 주시지만 ◯ 거만한 행실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 주님을 바라는 너희 모두는 ◯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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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서소구

✝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

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시기 바랍니다.(히브 13:20-21)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5. 영상시청

 - 2020년 인천나눔교회 한 해를 돌아봅니다.

6. 주의 기도

✝ 주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오니

◉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 주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가리우소서.

✝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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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기도

✝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느님, 간절히 비오니, 이 밤에 일하는 이들과 잠 못 이루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슬피 우는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또한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잠자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

하나이다.

◉ 아멘

✝ 주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나

이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6. 시므온송가

◉ 주여, 우리가 잠들 때에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1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2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3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주여, 우리가 잠들 때에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 6 -

7. 끝기도

✝ 주님을 찬미합시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주 에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