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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信条·主の祈り

1. 在日大韓基督教会信条

在日大韓基督教会信条は, 次の通りである. 

１) 聖書

聖書は聖霊の感動に基づき, 預言者と使徒とによって書かれた神

のみ言葉として, キリスト教の唯一の正典である. これは旧約聖書39

巻, 新約聖書27巻とに分けられるが, わたしたちの信仰と行いにお

いて唯一でありかつ明確な規範になる. 新約聖書は, イエス ‧ キリ

ストを証しし, 福音を告げ, 旧約聖書はこれを預言し, これについて

備えるものである. この福音は神がイエス ‧ キリストによって救いの

恵みと真理を啓示されたことを言う. 

２) 神

神はただひとりであられ, わたしたちはただその方にのみひれ伏

すべきである. 神は, 万物の造り主であられ, また裁きと救いをつか

さどられる. 神はまた, 霊であられ, ご自分を「わたしはある」という方

として示され(出エジプト3：14), 存在なさらないところがなく, 他の何

Ⅰ. 신조와 주기도

1.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조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성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와 사도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이다. 이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

로 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하고 명확한 규

범이 된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고시(告

示)하고, 구약성경은 이를 예언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진리를 

계시하신 것을 말한다.

2)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 경배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만

물의 창조주시며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영(靈)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자신을 계시하시

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 뿐만아니라 그분은 어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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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も神とすることを許されず, その存在と英知, 全能と神聖, 義と憐

れみ, 真実と愛において限りなく, 変わることがない. 

３) 三位一体

神は本質においてひとりであられながら, 父, 子, 聖霊という三つ

にして同格の位格を持たれ, そのすべての位格において全能にし

て聖なる働きと栄光を等しく顕わされる. (ヨハネ16：13―15；17：21)

４) 父

父なる神は, 唯一の霊であられ, 天地万物を無から造られて, これ

をくすしき摂理をもって治められ, その愛によってわたしたちの主イ

エス ‧ キリストをこの世に遣わされ, 人類を罪から救い出された方で

ある. 

５) み子

イエス ‧ キリストは父から遣わされ, 父なる神を啓示されたとこしえ

の独り子であられる. この方は, 聖霊によって身ごもり, おとめマリア

より生まれた方であられ, まことの神であり, まことの人である. この

方は肉をもっているが, 罪はない方で, 人類をその罪と咎(とが)から

救い出して, 永遠の命を与えるために世の罪を背負い, 苦しみを受

け, 十字架につけられ, 贖(あがな)いのいけにえとなられた. そして, 

死んで葬られ, 三日目に死人の中から甦(よみがえ)り, 天にのぼり

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 わたしたちのために執り成しの祈りをなし, 

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裁くために再び来られる方である. 

신도 허락치 않으시고 그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긍휼, 

진실, 사랑이 무한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며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

靈)의 삼위(三位)가 계시며 이 삼위는 동질이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4)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영(靈)이시며, 천지만물을 무(舞)

에서 창조하시고 오묘하신 섭리로써 이를 다스리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5)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聖父)께서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다. 그는 영원하신 말씀이 성령으

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으로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다. 그는 육신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인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장사한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仲保) 기도를 하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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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聖霊

聖霊は, 父とみ子によって「弁護者」(パラクレートス)なる真理の霊

として遣わされ, わたし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 聖霊はわたしたち

にキリストを主と証しするようにさせる. そして, 聖霊はわたしたちをし

て, 神の恵みに気づかせ, わたしたちの魂を罪とその裁きによる滅

びとしての死から, 贖いによって救いに与らせ, 新生と聖化の恩寵

によって義の実を結ばせる. またその方はわたしたちのために祈ら

れ, わたしたちの人生をして信仰に始まり信仰に至らせ, 栄光から

栄光へと入らせ, とこしえの命を得させる. 

７) 罪

罪とは, 神を神とせず, 神のみ言葉を受け入れず, 自分中心に生

きることである. わたしたち人間は, 人類の歴史の初めから悪に対

して善を選び得る自由があったのに, 誘惑に陥って悪を選び, 神に

背いて遠ざかってしまった. 以来, その子孫となったすべての者は, 

このような罪に引き続き陥るようになった. 人間の苦しみと死は, この

罪によるので, すべての人間は今の世と来たるべき世において神

の怒りを受けざるを得ないことを聖書は教えている. またこのことは

わたしたちが経験している事実なのである. 

８) 罪の赦し

神はその限りない愛のゆえに人間が罪の中に置かれることを望ま

れず, イエス ‧ キリストをこの世に遣わされた. このみ子は罪のない

方であられたが, 人間の罪を贖うために, 罪の代価として十字架に

おいて死なれ, 甦られて罪の贖いの大いなる業を成し遂げられた. 

6)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

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主)

로 증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

총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죄와 심판에 의한 사망에서 구

원하시고 거듭남과 성화의 은총에 의해 의(義)의 열매를 맺게 하신

다.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7) 죄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

이지 않으며,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역사

의 시작으로부터 악에 대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부

터 멀어졌다. 그 이후로 그 자손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죄를 계

속해서 범하게 되었다. 인간의 고통과 사망은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이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성

경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8) 죄의 용서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간이 죄 가운데 버려진 것을 바

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죄

가 없으신 분이었으나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의 대가로

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의 대업을 이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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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ゆえ, 悔い改めてイエス ‧ キリストを救い主と信じる者はあらゆ

る罪から赦され, 恵みによってその信仰が義とされ, 聖霊により聖め

られる. このような人は, 神の愛の中でキリストに従順に従い, 神に

喜ばれる生き方をし, み言葉と教会の聖礼典 ‧ 礼拝と祈り等, 形あ

る恵みの賜物によって贖いと救いを確証する. 

９) 教会

教会は, キリストが天にのぼられた後, 聖霊のみ業によってこの地

上に集められた信じる者の群れである. イエス ‧ キリストは教会の頭

であられ, 教会はキリストのからだであり, 信徒はその肢である. 教

会は, 三位一体なる神を礼拝し, 聖礼典を執行し, イエス ‧ キリスト

の福音を宣べ伝え, この地上に再び来られる主を待つ聖なる公会

である. 

１０) 聖礼典

キリストが制定された聖礼典は, 洗礼と聖餐である. 洗礼は悔い改

めて福音を信じる者に, 牧師が水をもって父, 子, 聖霊の名によっ

て授け, 罪の赦しにより新しくされてキリストの肢体として召されるし

るしとされる. 聖餐は, パンとぶどう酒をもって行い, 主の十字架の

苦難と復活を記念するもので信じる者に救いのしるしとなる. 聖礼

典は, これに与かる者のために聖霊により成就される. 

１１) 聖職

教会は使徒の伝統を土台にして聖霊の恵みと召命を自覚し, そ

れに見合う準備を経て按手礼を受けた牧師と伝道師を置き, これら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

에서 용서함을 받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으

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다. 이와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말씀과 교회의 

성례전, 예배, 기도 등 각양의 은사로 구원을 확증한다.

9)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성령의 역사로 이 지상위

에 모여진 믿는 자의 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

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이다. 교회

는 삼위일체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례전을 집행하고,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땅에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공회이다. 

10) 성례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회개

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목사가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새 

사람이 되게하여 그리스도의 지체 부름받은 표징이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시행하는데 이는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한다. 

11) 성직

교회는 사도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성령의 은혜와 소명을 자각하

여 그에 적합한 준비를 거쳐 안수를 받은 목사와 전도사를 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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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者を聖職者とする. 聖職者は, 教会をみ言葉をもって教え, キリス

トによって教会に仕え, また信徒は聖職についている者をキリストの

僕として信頼し, キリストのみ言葉にあって従うのである. 聖礼典は

牧師によって執行される. 

１２) 審判と永遠なる命

すべての人間は, 終わりの日にキリストの前に進み出て審判の座

に立たされるが, イエスをキリストと信じる者は, 永遠の命を得, 信じ

ない者は永遠の裁きを受ける. キリストを信じて服従する者は罪を

赦され, 主の栄光のうちに迎えられる. 

※     これらの信条は, 神のみ言葉による明確な信仰の要約なので, 

教会の信徒はその信仰によってこれを告白すべきである. 

러한 자를 성직자라 한다. 성직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는 성직자들을 그리스도

의 종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성례전

은 목사에 의해서 거행된다. 

12) 심판과 영생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

고 복종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     본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확한 신앙의 요약이므로, 교

회의 성도는 위에 있는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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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在日大韓基督教会信仰告白·使徒信条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

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

り, 故郷を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家

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され導かれた

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

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

ゆる民に証する使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

会の信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ま

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独り子, 我

ら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よりてやどり, 処女(おと

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

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

みがえり, 天に昇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坐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

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を信ず, 聖

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赦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

しえの命を信ず. アーメン. 

2.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사도신경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

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어, 이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

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

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

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

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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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の祈り(参照 マタ6：9〜13, ルカ11：2〜4)

天にまします我らの父よ, 願わくはみ名をあがめさせたまえ. 御国

を来たらせたまえ. みこころの天になるごとく, 地にもなさせたまえ. 

我らの日用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 我らに罪をおかすものを我ら

が赦すごとく, 我らの罪をも赦したまえ. 我らを試みにあわせず, 悪

より救いだしたまえ. 国と力と栄え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 

アーメン. 

3. 주기도 (참조 마 6:9~13, 눅 11:2~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

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

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

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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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十戒 (参照 出20：1〜17, 申5：6〜21)

序 「わたしは主, あなたの神, あなたをエジプトの国, 奴隷の家から

導き出した神である. 」

第１,     あなたはわたしと並べて (わたしに反抗して) なにものをも神と

してはならない. 

第２, あなたは自分のためにどんな神の像もつくってはならない. 

第３,     あなたは (あなたの神) ヤハウェの名をみだりに口にしてはな

らない. 

第４, 安息日を覚えよ. 

第５, 父と母を敬え. 

第６, なたは殺してはならない. 

第７, あなたは姦淫してはならない. 

第８, あなたは盗んではならない. 

第９, あなたはあなたの隣人に対して偽証をいてはならない. 

第10,     あなたはあなたの隣人の (財産である) 家をむさぼってはなら

ない. 

4. 십계명 (참조 출 20:1~17, 신 5:6~21)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지 말찌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

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

제 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 팔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구는, 네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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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礼拝

1. 礼拝の備え

すべての儀式が前提するのは, 各教会において行われる「公的

な礼拝」 である. したがってまず礼拝順序を提示し, それとの関連

で諸儀式を提示すべきであるが, 礼式文そのものが唯一でありか

つ絶対的な形を提示するのではなく, しかも礼拝順序に関しては多

くの可能性を予想し得る. 

在日大韓基督教会の諸教会は, その伝統  ‧ 信仰理解に多様性

を有する. また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礼拝は, 自由な創造性をその

特質とする. ここではこの礼式書を用いるのに最小限必要と思われ

る礼拝順序を提言する. これを参照して, 各教会がその信仰と伝統

に従い, その教会の意志として礼拝順序を定めることが許される. 

それゆえ, 在日大韓基督教会の憲法 ‧ 規則, 各地方会の規則に

言い表され, また歴史的に形成されてきた在日大韓基督教会の共

同性を自覚し, 各教会の自主性において礼拝順序を構成するのが

望ましい. 

どんなに簡素で自由な礼拝形式であっても, 教会の公的な礼拝

であるためには, 次の原則が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Ⅱ. 예배

1. 예배의 준비에 대해서

모든 예식이 전제하는 것은 각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예배>

이다. 따라서 먼저 예배순서를 제시하고 그와의 관련에서 제반예식

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식문 자체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형

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예배순서에 관하여는 많은 가

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모든 교회는 그 전통과 신앙이해에 다양성이 

있다. 또한 개신교회의 예배는 자유로운 창조성을 그 특질로 삼는

다. 여기서는 이 예식서를 사용하는데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배순서만을 제시한다. 이를 참조하여 각 교회가 그 신앙과 전통

에 따라 그 교회의 의지로서 예배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

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과 규칙, 각지방회 규칙을 반영하며 역사

적으로 형성되어 온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공동성을 자각하고, 자발

적으로 각 교회의 예배순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간소하고 자유로운 예배형식이라 해도 교회의 공적인 예

배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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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教会が教会として公的に表す信仰告白を基礎にしてそれを体

現すること. 

２)     教会が正規の手続きを経て任職した教役者による説教, その

司式による聖礼典の執行を中核に すること. 

３)     説教及び聖礼典による神のみ言葉の告知を中心にし, 礼拝の

諸要素が有機的に組み合わされ, 開始から終了まで一貫した

礼拝行為として構成されること. 

1)     교회가 교회로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재현할 것.

2)     교회가 정규의 절차를 밟아 임직시킨 교역자에 의한 설교, 그 

사식으로 인한 예전집행을 중심으로 할 것.

3)     설교 및 성례전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처음부터 마지막까

지 일관된 예배행위로서 구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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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배순서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설교를 중심으로 한 말씀집회라

고 할 정도로 간소한 형태가 정착되어 왔다. 이 전통을 중시하여 모

든 교회의 다양한 전통에서 배우며, 예배형태로 다음과 같이 예배

순서를 제시한다.

1) 예배순서 ~Ⅰ(일반적인 예배)

전주 / 반주자

입례송 / 일동

예배에의 부름과 기원 / 사회자

찬송 / 일동

개회기도 / 사회자

죄의 고백 / 일동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죄

를 범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큰 믿음과 절제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2. 礼拝順序

プロテスタント教会の歴史始まって以来, 説教を中心としたみ言葉

の集会というべき簡素な形が定着してきた. この伝統を重んじて諸

教会の多様な伝統から学び, 礼拝の形として礼拝順序次のような

礼拝順序を提示する. 

１) 礼拝順序—Ⅰ(一般的な礼拝) 

前奏 / 伴奏者

入祭唱 / 一同

招詞 / 司会者

賛美 / 一同

開会祈祷 / 司会者

罪の告白 / 一同

愛と恵みに富みたもう神よ, わたしたちは言葉と行いと心において

罪を犯しました. わたしたちの罪と咎をお赦しください. これからは

わたしたちが再び罪を犯さないようにより大きな信仰と自制の力を

お与えください.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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悔い改めの祈祷 / 担当者

赦しの言葉 / 一同

司会者 ：    わたしたちの罪が緋(ひ) のようでも雪のように白くなるこ

とができると告げられた神の約 束を信じます. 

会  衆 ： アーメン. 

主の祈り / 一同

交読 / 一同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信仰告白)

賛美 / 一同

聖書 / 司会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説教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회개기도 / 담당자

용서의 말씀

사식자 :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

회   중 :   아멘

주기도 / 일동

교독문 / 일동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

찬송 / 일동

성경봉독 / 사회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설교자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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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告 / 担当者

奉献 / 担当者

奉献及び牧会祈祷 / 担任教役者

賛美 / 一同派

遣の言葉 / 担任教役者

司式者 :   神は皆さんを愛しておられます. 世に出て行き, 神のみ

心を実現してください. 

会   衆 ： 神の国と義のために伝道し, 仕えます. アーメン. 

祝祷 / 牧師

(参照 民 6:24 − 26, ロマ13:13, Ⅰテサ5:23 − 24, ヘブ13:20 − 21 

の内一つを選び, Ⅱコリ13:13で締めくくることができる. )

後奏 / 聖歌隊(伴奏者)

교회소식 / 담당자

봉헌 / 담당자

봉헌기도 / 담임교역자

찬송 / 일동

파송의 말씀 / 담임교역자

사식자 :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의 뜻을 실현하십시오.

회   중 :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하겠

나이다. 아멘 .

축도 / 목사

(참조 민 6:24~26 롬 13:13 살전 5:23, 24 히 13:20~21 중 하

나를 택하고, 고후 13:13로 마무리 할 수 있다.)

후주 / 성가대(반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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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礼拝順序—Ⅱ (項目を分けて)

(１) 導入

奏楽 / 伴奏者

招詞 / 司会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２) み言葉の礼拝

聖書 / 司会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説教者

祈祷 / 説教者

(３) 感謝と応答

信仰告白 / 一同

2) 예배순서 ~ Ⅱ ( 항목을 나누어서 )

(1)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  반주자

예배에의 부름과 기원 / 사회자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2)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 / 사회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설교자

설교후 기도 / 설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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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大韓基督教会信仰告白)

賛美 / 一同

奉献 / 担当者

感謝祈祷 / 担任教役者

(４) 派遣

広告 / 司会者

賛美 / 一同

派遣の言葉 / 担任教役者

司式者 :   神は皆さんを愛しておられます. 世に出て行き, 神のみ

心を実現してください. 

会   衆 ： 神の国と義のために伝道し, 仕えます. アーメン. 

祝祷 / 牧師

後奏 / 聖歌隊(伴奏者)

(3) 감사와 응답

찬송 / 일동

봉헌 / 담당자

봉헌기도 / 담임교역자

(4) 세상으로 나아감

교회소식 / 사회자

찬송 / 일동

파송의 말씀 / 담임교역자

사식자 :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의 뜻을 실현하십시오.

회   중 :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하겠

나이다. 아멘.

축도 / 목사

후주 / 성가대(반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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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礼拝順序—Ⅲ (聖礼典を含む)

(１) 導入

前奏 / 伴奏者

招詞 / 司式者

(参照 イザ 55:1~2)

賛美 / 一同

悔い改めの祈祷 / 一 同

全能なる神よ, イエス ‧ キリストにあってわたしたちを神の民として

召してくださいましたが, わたしたちは主に命じられたところをなし

得ませんでした. 語ら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も, 沈黙を守り, わ

たしたちの助けを必要とする人々に対しても目を閉ざし, 通り過ぎ

てしま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なすべきことを怠ってきた怠惰な僕

です. 隣人の痛みに心が鈍く, 自己中心の思いのゆえに, わたし

たちはかえって隣人をして主の愛から背を向けさせてしまいまし

た. しかし, 主よ, このような罪人ですが, 憐れんでくださり, わたし

たちの咎をお赦し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が罪から解き放たれ, あな

たのみ旨を行なうためにわたしたちがあなたによって新たに遣わ

され, 用いられますように. 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

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3) 예배순서 ~ Ⅲ (성례전을 포함)

(1) 도입

전주 / 반주자

예배에의 부름과 기원 / 사식자

(참조 사 55:1,2)

찬송 / 일동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

회개의 기도 / 일동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

로 불러주셨으나, 저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못했습

니다. 말을 꼭 했어야 할 경우에도 침묵을 지켰고,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경우의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체 외면해 오고 말았습니

다. 저희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입니다. 이웃의 아픔

에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의 생각으로 우리들은 오히려 이웃으로 

하여금 주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러한 죄인이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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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しの言葉 / 司式者

(参照 Ⅰテモ1:15, ロマ8:1 − 2, Ⅰヨハ1:9)

賛美 / 一同

(２) み言葉の礼拝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説教者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信仰告白)

(３) 聖餐

(聖餐式の式順を参照)

(４) 応答

奉献 / 担当者

感謝祈祷 / 司式者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 사식자

(참조 딤전 1:15 롬 8:1~2 요일 1:9)

찬송 / 일동

(2) 말씀예배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설교자

(3) 성찬 사식자

(성찬식 식순을 참조)

(4) 응답

봉헌 / 담당자

봉헌기도 / 사식자

교회 소식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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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５) 派遣

派遣の言葉 / 司式者

祝祷 / 司式者

祝福頌 / 聖歌隊

後奏 / 伴奏者

찬송 / 일동

(5) 파견

파송의 말씀 / 사식자

축도 / 사식자

축복송 / 성가대

후주 / 반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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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礼拝順序—Ⅳ (主日午後, または夕方)

前奏 / 伴奏者

招詞 / 司式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説教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広告 / 担当者

祝祷 / 牧師

後奏 / 聖歌隊

4) 예배순서 ~ Ⅳ (주일오후 또는 저녁)

전주 / 반주자

예배에의 부름 / 사회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봉독 / 사회자(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설교자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교회소식 / 담당자

축도 / 목사

후주 / 성가대(반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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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礼拝順序−Ⅴ(水曜日の夕拝)

前奏 / 伴奏者

招詞 / 司会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司会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説教者

祈祷 / 説教者

祝祷(または主の祈り) / 牧師

後奏 / 伴奏者

5) 예배순서 ~ Ⅴ(수요기도회)

전주 / 반주자

예배에의 부름 / 사회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봉독 / 사회자

찬양 / 담당자

설교 / 설교자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교회소식 / 사회자

축도(또는 주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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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教会暦

主日(日曜日)の公同礼拝を中心とした１年を周期とする教会の暦

であるが, イエス ‧ キリストの生涯と死と復活を記念することによって

構成されている. キリストの十字架と復活の真理は, 本来我々の日

常生活の過去 ‧ 現在 ‧ 未来の時間軸の中に順序づけられる問題

ではない. しかし, キリスト者の実生活に即して, 聖書に記されたキリ

ストの誕生, 十字架の苦難, 復活, そして聖霊降臨の出来事の流れ

に従い, 教会生活の中で暦として１年の時間を区分することにより, 

キリストの出来事を教会生活の中で共に記念し, 覚えるために教会

暦が設けられてきた. 

１) 待降節 (アドベント Advent)

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ることに備える教会暦として定められ, 聖

誕節直前の主日から数えて４週前の主日に始まってクリスマスに至

る期間である. １３世紀以来, 西方教会では, 教会暦上１年のはじ

めとして受け止められてきた. 待降節という言葉は, ラテン語の 「ア

ドベントゥス adventus (到来)」 から由来し, これはギリシア語「エピフ

ァネイア(顕現)」と全く同じ意味である. 顕現は, 神殿への神の到来, 

あるいは支配者として即位した者が, 初めて即位した場所を公式に

訪問すること, または皇帝の即位を言い表す言葉である. キリストの

再臨への準備の期間として, 多くの教会で守られている. 

２) 降誕節 (クリスマス Christmas)

イエス ‧ キリスト誕生の記念日(12月 25日). 神が人間として生まれ

3. 교회력

주일의 공동예배를 중심으로 1년을 주기로 하는 교회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본래 우리 일상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의 실생활에 맞추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고

난,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의 사건에 따라 교회생활 속에서 교회력

으로서 1년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교회생활 

가운데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1) 대강절 (Advent)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성탄절로

부터 거슬러 올라가 네번째 주일부터 시작된다. 13세기 이래, 서방

교회에서는 교회력상 1년의 시작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대강절

이라는 말은 라틴어 “adventus(到來)”에서 유래하고, 이는 헬라어 

“epifaneia(顯現)”와 같은 의미이다. “epifaneia”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심 혹은 지배자로서 즉위한 자가 처음으로 즉위한 장소를 공식

으로 방문하는 것, 또는 황제의 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그

리스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를 지키고 

있다.

2) 성탄절 (Christma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12월 25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

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 본질이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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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ことを祝うことが本質である. イエスは聖霊によって神の子として

おとめマリアからお生まれになった. それは, いと高き神がご自身を

低くされ人間となられることによって, 神のみ言葉が受肉したことを

示している. 

３) 四旬節 (レント Lent) 

受難節とも呼ばれる復活節前の期間で, キリストが荒れ野で断食

された４０日間(マタ４: ２等) にちなんだ期間を指す. キリストの受難

を想起して, 慎みと悔い改めをもって復活日を迎える準備をする期

間である. 復活節を起点として, 主日を除いた４０日をさかのぼるこ

とによって, 四旬節の最初の日である「灰の水曜日」が定められる. 

(1) 灰の水曜日(アッシュ ‧ ウェンズデーAsh Wendnesday)

レント第１主日前の水曜のこと。この日がレントのはじまるとなるた

めに「大斎始日」とも呼ばれる。中世から西方教会では、この日に

頭上から灰をかぶって懺悔のしるしとした。後には額に灰のしるしを

受けるように変わった。

(2) 棕櫚(しゅろ)の主日(パームサンデーPalm Sunday)

四旬節の第５の主日. 受難週の第1日目にあたる. この日は, イエ

スが受難と十字架の死を前にして, 子ろばに乗ってエルサレムに入

城されたとき, 群衆が衣を道に敷き, 棕櫚＜ナツメヤシ＞の枝をか

ざしてイエスを歓迎したことを記念する. そのイエスの姿の中に, 一

切の暴力を放棄する平和の王としての姿が示されている. 

(参照 マタ21：5~9, ヨハ12：12~15等)

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

신된 것을 의미한다.

3) 사순절 (Lent)

사순절(四旬節)은 수난절이라고 하고 부활전 전의 기간으로 그리

스도가 광야에서 금식한 40일(마 4:2 등)에 유래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여 근신과 회개를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를 하는 기간이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슬

러 올라감으로 사순절의 첫 날인 재의 수요일이 정해진다.

(1)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사순절 제 1주일 전의 수요일을 말한다. 이 날은 사순절을 시작하

는 첫 날이다. 중세부터 서방교회는 이 날에 머리위에 재를 쓰고 참

회의 표시로 했다. 후에 이것은 이마에 재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바

뀌었다. 

(2) 종려주일(Palm Sunday)

사순절의 다섯번 째 주일. 부활절 직전 주일. 4복음서가 일치하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날은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 

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이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하는 것에 유래한

다. 그러한 예수의 모습 가운데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평화의 왕으

로서의 모습이 있다.(참조 마 21:5~9, 요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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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洗足木曜日(Maundy Thursday)

受難週の木曜日. 主はその日の夕刻に, 新しい契約を立て, 再臨

の日まで主の十字架の苦難を想起し, 記念し続けるために弟子た

ちと最後の晩餐をなさり, 聖餐の基礎を定められた. ヨハネ１３章に

よると, 主は, その晩餐の席で弟子たちの足を洗われた. そのことに

倣って, 教会では洗足木曜日の夕刻に集い, それぞれの足を互い

に洗い合う儀式を, この日にささげられる礼拝と共に行うこともある. 

(4) 受難日(聖金曜日 Good Friday)

イエスの受難と十字架上の死を記念する金曜日. その金曜日を

受難週の聖金曜日として礼拝をささげる. 

４) 復活節 (イースターEaster)

クリスマスとならんで教会の最も喜ばしい祝日. 復活節は, 教会に

おいてイエス  ‧  キリストの復活を記念する重要な主日である. 

５) 聖霊降臨節 (ペンテコステPentecost)

この日は、もともとユダヤ人の過越祭の日から数えて５０日目に当

たる. 同時にこの日は、主の復活 から５０日に当たる人してラテン語

でペンテコステと呼ばれることになった. 復活日(イースター)と同様, 

年によって日付が変わる移動祝日である。(聖霊降臨については使

２：1~42を参照)

６) 三位一体主日 (トリニティー ‧ サンディーTrinity Sunday)

    聖霊降臨日後の最初の日曜日. 聖霊降臨を記念し, 父 ‧ 子 ‧  

(3)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는 그 날밤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고 재림의 

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의 기초를 제정하셨다. 요한복음 13장

의 의하면, 주는 그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것을 본

받아 교회에서는 세족 목요일의 밤에 드리는 예배와 함께 서로간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4) 수난일(성 금요일, Good Friday)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상의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이다. 이것은 

고난주간의 성 금요일로서 예배를 드린다. 

4) 부활절 (Easter)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가장 기쁜 축제일이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주일이다.

5) 성령강림절 (Pentecost)

이 날은 본래 유대인의 유월절부터 계산하여 50일째가 되는 날이

다. 동시에 이 날은 주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 라틴어

로 펜테코스테(Pentecoste)라고 불리게 되었다. 부활절과 함께 매

년 날짜가 바뀌게 되는 절기이기도 하다(성령강림에 대해서는 행 

2:1~42을 참조). 

6) 삼위일체 주일 (Trinity Sunday)

성령강림일 후의 첫 번째 주일이다. 성령강림을 기념하고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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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が私たちの信仰の正しい神理解として確認

する日である。教会暦としては, この日からアドベントまでを三位一

体節と言う。

７) 感謝節 (サンクス ‧ ギビングディーThanksgiving Day)

神の恵みに感謝する日. アメリカの最初の収穫感謝節は, 1620年

英国からアメリカ大陸に移住した清教徒たちが先住民たちの助け

を受けて, 1621年秋, 収穫を神に感謝する集いに, 先住民を招いて

喜びを分かち合ったことから由来する. 韓国教会では 1904 年から

この日を守った. 1914 年各教派宣教部会議を経てアメリカ人宣教

師が初めて朝鮮に入国した日を記念して, 毎年 11 月第 3 主日後, 

三日目(水曜日)を感謝日に定め, 礼拝を献げ, 感謝献金を集めて

伝道の働きに用いることにした. その後, 水曜日を日曜日に変更し

て毎年 11 月第 3主日を秋收感謝節として守り続けて今日に至る. 

しかし, 現在の韓国教会の一部では韓国農村の実状に合う時期で

ある中秋の名月を前後して韓国教会らしい秋收感謝節を定め直さ

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があり, これを実行している教派 ‧ 教会

もある. 日本の教会では一般的に「収穫感謝祭」と呼ぶ.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인하는 날

이다. 교회력에서는 이 날부터 대강절까지를 삼위일체절이라고 한

다. 

7) 감사절 (Thanksgiving Day)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

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미국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원주민

들의 도움을 받아 1621년 가을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에 

원주민을 초청하여 기쁨을 함께 나눈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한국교

회에서는 1904년부터 이 날을 지켰다. 1914년 각 교파 선교부의 회

의를 거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3째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

금을 모아 전도사업에 쓰기로 하였다. 그후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

하여 매년 11월 3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오늘에 이른다. 그

러나 현재 한국교계 일각에서는 한국농촌의 실정에 맞는 시기인 중

추절(추석)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다운 추수감사절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를 시행하는 몇몇 교파나 교회도 있다. 일본

의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감사제(収穫感謝祭)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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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在日大韓基督教教会教会暦

１) 伝道主日 (２月, 第２主日)

第 39 回定期総会 (1987.10.20~22. 於 名古屋教会) において伝

道主日を制定した. 

２) 母(オモニ)日の主日 (父母の日の主日, ５月 第２主日)

南北戦争中にウェストバージニア州で, 「母の仕事の日」 (Mother’ 

s Work Days) と称して, 敵味方問わず負傷兵の衛生状態を改善す

るために地域の女性を結束させたアン ‧ ジャービスの活動がその

由来である. ジャービスの死後３年たった1908年5月10日, その娘の

アンナは, 亡き母親を偲び, 母が日曜学校の教師をしていた教会

で記念会をもち, 白いカーネーションを贈った. これが母の日の起

源とされる. 

1914 年に 「母の日」 はアメリカの祝日になり, 5 月の第 2 日曜日

と定められた. 韓国における「父母(オボイ)の主日」 は, 宣教師たち

が教会を中心に, 母の日を守ることを勧めたことに始まる. そうして, 

やがて 1930年 6月15日, 救世軍の家庭団により, 公に母の主日が

守られたことが 「母の主日」 の始まりとなった. 1960 年から, キリス

ト教では母の主日を「父母の主日」 と言い方を改め, それに続いて

韓国の政府でも1974 年, 母の日を「父母の日」 に改めて今日に至

っている. 

4.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력

1) 전도주일 (2월 제2주일)

제39회 정기총회(1987년 10월 20~22일, 나고야교회)에서 전도

주일을 제정하였다.

2)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5월 제2주일)

남북전쟁 중에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어머니의 일의 날

(Mother’s Work Days)이라고 칭하여 아군과 적군 관계없이 부상병

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성들을 결속시킨 안 자비

스(A. Jarvis)의 활동에서부터 유래한다. 자비스의 사후, 3년이 지

난 1908년 5월 10일에 그녀의 딸 안나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

하여 어머니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교회에서 추도식을 거행

했는데 그 때 흰 카네이션을 장식했다. 이것이 어머니 주일의 기원

이다. 

1914년에 “어머니 날”은 미국의 축일이 되어 5월 둘째 주일로 제

정되었다. 한국에서의 어머니 주일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1930년 6

월 15일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지켜지

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 주일의 시초가 되었다. 1960년부터 한국 기

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뒤이어 한국정

부에서도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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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こども(オリニ)主日 (花の日主日とも呼ばれる. ６月 第２主日)

こども主日は, 聖書的背景をもつ祝日ではないが, しかし, このこと

が, 教会の祝祭日とされたのは, 近世に入り, 子供たちへの関心が

高まったからである. 1800年代後半の韓国では, 未だ子供への認

識が成熟していなかっただけではなく, 子供という呼び方さえなか

った. 従って, 当時のキリスト者にとってまず取り組まねばならなかっ

たことは, こども主日を守ることよりも, 育っていく子供たちへの正し

い認識をもつことであ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時に, 方定煥, 馬海

松, 尹克榮など子供教育の必要性を痛感していた先覚者たちが, 

1922 年, 日本の東京の地で 「セクトンフェ」 を組織し, 活動を始め

たことで, 韓国の人たちも子供の大切さを自覚するようになっていく

のである. 韓国の諸教会も, 最初期にはアメリカで始まった 6 月第

２主日を, こども主日として守ってきたが, 1956 年から5 月最初の主

日をこども主日に変えて今日に至っている. 

４) 青年主日

第10回定期総会(1954.10. 12~14 於：京都教会)にて毎年７月第２

主日を青年主日と制定し, 青年育成のために祈る日とした. 

５) 平和統一主日

韓国基督教協議会(NCCK)は, 1988年2月29日, 民族解放50周

年になる1995年を韓国教会の「平和と統一の喜びの年」(「ヨベルの

年」レビ記25章)と宣言した. その後, 南  ‧ 北の教会代表たちが 8月

15日直前の主日を平和統一共同祈祷主日と定め, 今日に至って

いる. 南 ‧ 北の教会がひとつの場に集まることはできなくても, それ

3) 어린이 주일 (6월 제2주일)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

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되게 된 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이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800년대 후반 무렵의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했음은 물론 어

린이라는 호칭조차 없던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우리에게 선행되어

야 했던 것은 어린이 주일의 제정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다. 이러한 때에 방정환, 마해송, 윤극영등 어린이 교

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선각자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

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

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

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오고 있다.

4) 청년주일 (7월 제2주일)

제10회 정기총회(1954.10.12~14. 쿄토교회)에서 매년 7월 제2주

일을 청년주일을 제정하여 청년육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삼았

다. 

5) 평화통일주일 (8월 제2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88년 2월 29일, 민족해방 50 

주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실현을 위한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

의 희년’으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 남북한 교회대표들이 8·15 직

전 주일을 평화통일공동기도주일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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ぞれ南と北において同じ日, 同じ時間に, 同じ主題で平和統一主

日として守り合ったのである. 最初の平和統一主日は, 1989年8月

に行われた. その後, 毎年, 8月15日の直前の日曜日を平和統一の

ための南 ‧ 北共同主日として守り続けている. 在日大韓基督教会

は, 1988年7 月5日, 「民族統一についての在日大韓基督教会宣

言」を発表した. 1990年から2002 年に至るまで「祖国の平和統一と

宣教に関するキリスト者東京会議」を８回に亘り日本の地(東京, 東

山荘, 福岡)で開催し, これまでひとつの場に集まり得なかった南北

の教会が, ひとつの場に集まる機会を提供した. 

６) 人権主日

第38回定期総会(1985.10. 22~2４於：福岡教会)において１９２３年

９月１日の関東大震災が起こった際、約7, 000の朝鮮人がデマに

煽動された人々によって虐殺され歴史を記念する意味から毎年９

月の第１主日を人権主日と定めた. 

７) その他

(１) 送旧迎新礼拝

送旧迎新礼拝も聖書的背景のある祝祭日ではないが, 韓国教

会において初期から守られてきている伝統的な礼拝である. 1887

年12月31日, アペンゼラー(Appenzeller) 宣教師とアンダーウッド

(Underwood) 宣教師によって, 当時ソウルにあったベテル教会 (現, 

貞洞監理教会) と貞洞教会 (現, セムナン長老教会) による合同礼

拝が最初の送旧迎新礼拝である. 本来, 送旧迎新礼拝は, 監理教

会の礼拝であって, ジョン ‧ ウェスレー(John Wesley)によって紹介さ

있다. 남북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기 남·북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평화통일주일로 지킨 것이다. 최

초의 평화통일주일로 지킨 것은 1989년 8월이었다. 그 후 해마다 

8·15 직전주일에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

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1988년 7월 5일 “민족통일에 관한 재일대

한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1990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

지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인동경회의”를 여덟번에 

걸쳐 일본(東京, 東山莊, 福岡)에서 개최하여, 아직 한 자리에 모이

지 못하던 남북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6) 인권주일 (9월 제1주일)

제 38회 정기총회(1985.10.22~24. 후쿠오카교회)에서 1923년 9

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7천명의 조선인이 유언비

어에 선동된 사람들로 인하여 학살되어 그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

서 매년 9월 제1주일을 인권주일로 제정하였다.

7) 기타

(1)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교회력의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초창기

부터 지켜 오는 전통적인 예배이다. 1887년 12월 31일 아펜젤러

(Appenzeller)선교사와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에 의해 당시 

서울에 있던 베델교회(정동감리교회)와 정동교회(새문안장로교회)

가 연합해 드린 예배가 최초이다. 본래 송구 영신 예배는 감리 교회

의 예배로 요한 웨슬리에 의해 소개 되었으며, 언약예배(Covenant 

Worship) 또는 언약갱신예배(Covenant Renewal Worship) 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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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 契約礼拝(Covenant Worship), または契約更新礼拝(Covenant 

Renewal Worship)と呼ばれていた. 後に, 夜聖会(Watch Night 

Worship)と呼ばれることもあったが, 過ぎ去る1年を顧みつつ, 神に

赦しを求め, 新しい年のために神のみ前で契約を立てる順序が含

まれていた. 送旧迎新礼拝は, このような契約礼拝の精神を保ちつ

つ, 合同教会としての状況にあわせて考えられている. 

(２) 新年礼拝

元旦礼拝とも言われる. また, 一年の最初の日曜日に新年礼拝を

行っている教会もある. 神は, 出エジプトしたイスラエルの民に, 「こ

の月をあなたたちの正月とし, 年の初めの月としなさい」(出 12：2)と

言われた. イスラエルの民が, 神の子たちとして新しく生まれ変わっ

たことを記念したことに聖書的には由来する. 

 

렸다. 후에 야성회(Watch Night Worship)로 불리기도 했는데, 지

난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해를 위해 하

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송구 영신 예

배는 이와 같은 언약 예배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연합교회로서의 상

황에 맞게 고안되었던 것이다 .

(2) 신년예배

1월 1일은 정월 초하루라고 한다. 해가 바뀌고서 첫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흔히 신년예배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

게 하고(출 12:2)”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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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聖礼典

1. 洗礼式

１) 幼児洗礼式

(司式者が教会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式辞 / 司式者

今, この幼な子 (たち) に神と教会員の前で洗礼を授けようしてい

ます. 幼な子は, イエス ‧ キリストへの信仰を自ら告白するまでに

は至っていませんが, 神の国を受け継ぐ者として招かれています. 

それゆえ, 父母(あるいは父か母)の願いにより, この幼な子 (たち) 

に洗礼を授け, 教会の肢(えだ)とならせ, 主のお導きを願うことは, 

神の深いみ旨であると信じます. わたしたちは, 神がこの父母(ある

いは父か母)にそのような志を起こさせ, 祝福をもたらしてくださる

ことを信じ, 感謝します. そして, この幼な子が成長し, 自ら信仰を

告白するに至るまで, 共に祈る責任をもってこの聖礼典に臨みま

しょう. 

(幼な子を抱いた父母, あるいは父か母を前に立たせる)

Ⅲ. 성례전

1. 세례식

１) 유아세례식

사식자가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유아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아기

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어도, 하

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고백으로 이 아기(들)에게 세

례를 베풀고 교회의 지체로 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러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시어, 복을 내

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커서 스스로 신

앙을 고백하기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례전에 참

여합시다. (아기를 안은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앞에 세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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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書 / 司式者

「イエスに触れていただくために, 人々が子供たちを連れて来た. 

弟子たちはこの人々を叱った. しかし, イエスはこれを見て憤り, 弟

子たちに言われた. 『子供たちをわたしのところに来させなさい. 

妨げてはならない. 神の国はこのような者たちのものである. はっ

きり言っておく. 子供のように神の国を受け入れる人でなければ, 

決してそこ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 』 そして, 子供たちを抱き上げ, 

手を置いて祝福された. 」 (マコ10 ：13~16)

誓約 / 司式者

司式者 ：    私はただ今まず父 母(あるいは父か母)に尋ねます. あ

なた (がた) は, この幼な子 (たち) の救いのためにも, 主

イエス ‧ キリストの血による罪の赦しと, 聖霊による生ま

れ変わりの恵みが必要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か. 

父母(あるいは父か母) ： はい. 

司式者 ：    あなた (がた) は, この幼な子 (たち) が, 神の国を継ぐ約

束のうちにあることを信じ, 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 

洗礼を授けられ, 教会の肢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か. 

父母(あるいは父か母) ： はい. 

司式者 ：    あなた (がた) は, 教会の指導を受け, 神のみ言葉によ

って, この幼な子を養育することを志しますか. 

父母(あるいは父か母) ： はい. 

성경 / 사식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

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

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

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3~16)

서약 /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사식자

사식자 :     나는 이제 먼저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에게 묻

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 예

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용서와 성령으로 말미암

은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   예

사식자 :      여러분은 이 아기(들)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약속 안

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을 원합니까?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   예 

사식자 :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

기를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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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式者 ：    あなた (がた) は, この幼な子が成長し, 信仰の告白をす

るようになるために祈り, また自らの信仰と行いによって

その模範とな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父 母(あるいは父か母) ： はい. 

(教会員を起立させる. )

司式者 ：    あなた(がた)は, この幼な子 (たち) の信仰のために共同

の責任があることを認め, この幼な子 (たち) が自分で信

仰告白できるように, 変わらない愛と祈りと信仰の模範を

もって支え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教会員： はい. 

祈祷 / 司式者

父なる神よ, この幼な子 (たち) をその母の胎から選び, 信仰の家

庭に生まれさせ, 神の国の世継ぎになる約束を与えてくださいま

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 今, この幼な子を受け入れてくださり, 主の

教会の肢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今日受ける洗礼の恵みを保

ち, 成長し, 自ら信仰を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聖餐にあずかる者と

してください. また, その父母(あるいは父か母)と教会員が今日の

誓約を忠実に守り, 主のみ言葉によって幼な子を養い育てること

ができますように. 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洗礼 / 司式者

○○○, わたしは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洗礼を授ける. ア

사식자 :     여러분은 이 아기(들)가 성장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기

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신앙과 행함의 모범이 될 것을 서

약합니까 ?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   예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여러분은 이 아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인

정하고, 이 아기(들)가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와 신앙의 모범으로 돌보아 줄 것

을 서약합니까?

교우들 :   예

기도 / 사식자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들)를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어 믿

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기(들)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교

회의 지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받는 세례의 은혜를 

간직하고,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부모(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교우

들이 오늘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기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세례 / 사식자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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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メン. 

宣言 / 司式者

わたしは, ○○○が在日大韓基督教会 ○○教会において幼児

洗礼を受けたことを宣言します. 

아멘.

선포 / 사식자

나는 ○○○이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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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洗礼式

(司式者が教会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式辞 / 司式者

洗礼は生まれながらの罪人であるわたしたちが主イエス ‧ キリスト

にあって, 罪に対して死に, 神に対して生きる者とされ, キリストの

体なる教会の肢(えだ) として加えられるしるしです. それゆえ, 洗

礼を受ける者は 「生きているのは, もはやわたしではありません. 

キリストがわたしの内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 わたしが今, 肉に

おいて生きているのは, わたしを愛し, わたしのために身を献げら

れた神の子に対する信仰によるものです」 (ガラ2：20)との決意を

新た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洗礼を受ける者を前に立たせる)

聖書 / 司式者

「イエスは, 近寄って来て言われた. 『わたしは天と地の一切の権

能を授かっている. だから, あなたがたは行って, すべての民をわ

たしの弟子にしなさい. 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洗礼を授

け, あなたがたに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 

わたしは世の終わりまで, いつもあなたがたと共にいる. 』」 (マタ

28:18~20)

「それともあなたがたは知らないのですか. キリスト ‧ イエスに結ば

れるために洗礼を受けたわたしたちが皆, またその死にあずかる

ために洗礼を受けたことを. わたしたちは洗礼によってキリストと共

に葬られ, その死にあずかるものとなりました. それは, キリストが御

2) 세례식

사식자가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식사 / 사식자

세례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라는 결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례를 받는 자를 앞에 세운다.)

성경 / 사식자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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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おんちち)の栄光によって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られたように, 

わたしたちも新しい命に生きるためなのです. もしわたしたちがキ

リストと一体になってその死の姿にあやかるならば, その復活の姿

にもあやかれるでしょう. わたしたちの古い自分がキリストと共に十

字架につけられたのは, 罪に支配された体が滅ぼされ, もはや罪

の奴隷にならないためであると知っています. 死んだ者は, 罪から

解放され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は, キリストと共に死んだのなら, キ

リストと共に生きることにもなると信じます. そして, 死者の中から復

活させられたキリストはもはや死ぬことがない, と知っています. 死

は, もはやキリストを支配しません. キリストが死なれたのは, ただ

一度罪に対して死なれたのであり, 生きておられるのは, 神に対し

て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 このように, あなたがたも自分は罪に対

して死んでいるが, キリスト ‧ イエスに結ばれて, 神に対して生きて

いるのだと考えなさい. 」 (ロマ6:3~11)

( 参照 使2:37~42, ガラ3:26~28, ヘブ10:22) 

勧めの言葉 / 司式者

(洗礼を受ける者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勧める)

イエス ‧ キリストは, 主のみ名によって洗礼を受ける者の罪を赦し, 

神の国と永遠の命を約束されました. 兄弟 (姉妹) は, 今この約束

を信じ, 洗礼を受けようとしています. 「人は心に信じて義とされ, 

口で告白して救われる」 (ロマ10：10)と聖書が教えているように, 兄

弟 (姉妹) も神とすべての教会員の前で信仰告白と誓約をしなけ

ればなりません. 

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

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

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

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3~11)

(참조 행 2:37~42, 갈 3:26~28, 히 10:22)

권고 / 사식자

(세례를 받는 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자매)는 지

금 이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

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형제(자매)도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약 / 사식자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살아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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誓約 / 司式者

司式者 ：    あなた(がた) は, 天地の造り主, 生けるまことの神のみを

信じますか. 

洗礼を受ける者：はい. 

司式者 ：    あなた(がた) は, 神の独り子イエス ‧ キリストを, 十字架と

復活によって救いを成し遂げられた主と信じますか. 

洗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神が聖霊を通して今も働かれ, あなた(がた)を導き, また

力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か. 

洗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 (がた) は, 最善を尽くして, 教会の礼拝を守り, キ

リストのしもべとしてふさわしく生活し, また教会の定めに

従って忠実にその使命を果たすことを約束しますか. 

洗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 (がた) は,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を告白し, 

その信条と憲法と規則に従うことを約束しますか. 

洗礼を受ける者 ： はい.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教会員を起立させる)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

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구세주)로 믿습

니까 ?

세례를 받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

세례를 받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며, 또한 

교회가 정한 바를 따라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

속합니까?

세례를 받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을 고

백하고, 그 신조와 헌법과 규칙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

세례를 받는 자 :   예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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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教会員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

信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

白し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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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祷 / 司式者

恵み深い天の父よ, 聖霊をもって臨みたまい, 主のみ言葉に従っ

て洗礼を受けるために誓約したこの兄弟/姉妹(たち)を聖別し, 豊

かな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 イエス･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

す. アーメン. 

洗礼 / 司式者

○○○, わたしは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洗礼を授ける. ア

ーメン. 

(司式者は, 手を水で濡らし, 洗礼を受ける者の頭に水を注ぐ. )

祈祷 / 司式者

恵み深い父なる神よ, あなたはみ前に立つ兄弟/姉妹(たち)を, は

かりしれない恵みによって, その生まれる前からキリストのうちに選

び, 今洗礼を通して主の教会の一員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

ます. どうか聖霊の助けによって, すべての誘惑にかたせ, 信仰か

ら信仰へと至らせ, 主のみ名の栄光のために生きる者としてくださ

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兄弟(姉妹)が今, 在日大韓基督教会 ○○教会の洗礼会

員になったことを, 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

メン.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 사식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님의 말씀을 따

라 세례를 받고자 서약한 이(들) 형제(자매)(들)을 성별하시어 풍

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 사식자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식자는 물을 손에 적시어 세례를 받는 자의 머리에 얹는다.)

기도 / 사식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형제자매(들)를 측량

할 수 없는 은혜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지금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형제 (자매)가 지금,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세례교

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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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病床洗礼式

司式者は, ２)洗礼式に基づいて洗礼を施すが, 事情によっては各

式順を簡略化してもよい. 但し, 少なくとも, 一人以上の信徒の同席

が望ましい. 

3) 병상 세례식

사식자는 ２)세례식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풀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각 순서를 간략하게 해도 좋다. 다만, 한 명 이상의 교우가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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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堅信礼(入教式·信仰告白式)

(司式者が教会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式辞 / 司式者

わたしたちは今, 堅信礼を執り行なおうとしています. 堅信礼は父

(母)の誓約に基づき, 幼児洗礼を受けた兄弟(姉妹)が信仰の家庭

と教会で信仰のうちに成長し, 自ら信仰を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 

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洗礼教会員となり, 聖餐に与かる

ための礼式であります. 神が, 兄弟(姉妹) の内にいまして, 聖餐に

与かるのにふさわしい者とされるよう祈ります. 

聖書 / 司式者

「では, 何と言われているのだろうか. 『み言葉はあなたの近くにあ

り, あなたの口, あなたの心にある. 』 これは, わたしたちが宣べ伝

えている信仰の言葉なのです. 口でイエスは主であると公に言い

表し, 心で神が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られたと信じるなら, 

あなたは救われるからです. 実に, 人は心で信じて義とされ, 口で

公に言い表して救われるのです. 」 (ロマ10 ：8~10)

「わたしは, 昼も夜も祈りの中で絶えずあなたを思い起こし, 先祖

に倣いきよい良心をもって仕えている神に, 感謝しています. わた

しは, あなたの涙を忘れることができず, ぜひあなたに会って, 喜

びで満たされたいと願っています. そして, あなたが抱いている純

真な信仰を思い起こしています. その信仰は, まずあなたの祖母

ロイスと母エウニケに宿りましたが, それがあなたにも宿っていると, 

2. 입교식(견신례·신앙고백식)

사식자가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식사 / 사식자

우리들은 지금, 입교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입교식은 부모(아

버지 또는 어머니)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형제(자매)가 신

앙의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함

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자매)안에 

계셔서 성찬에 참예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 / 사식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라.”(롬 10:8~10)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

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

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

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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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たしは確信しています. そういうわけで, わたしが手を置いたこと

によってあなたに与えられている神の賜物を, 再び燃えたたせる

ように勧めます. 神は, おくびょうの霊ではなく, 力と愛と思慮分別

の霊をわたしたちにくださったのです. だから, わたしたちの主を

証しすることも, わたしが主の囚人であることも恥じてはなりません. 

むしろ, 神の力に支えられて, 福音のためにわたしと共に苦しみ

を忍んでください. 神がわたしたちを救い, 聖なる招きによって呼

び出してくださったのは, わたしたちの行いによるのではなく, 御

自身の計画と恵みによるのです. この恵みは, 永遠の昔にキリスト 

‧ イエスにおいてわたしたちのために与えられ, 今や, わたしたち

の救い主キリスト ‧ イエスの出現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ものです. 

キリストは死を滅ぼし, 福音を通して不滅の命を現してくださいまし

た. 」 (Ⅱテモ1：3~10)

誓約 / 司式者

司式者 ：      あなた(がた)は, 父母(あるいは父か母)の信仰告白によ

って幼児洗礼を受け, 成長した今, それが神の恵みの

働きであると確信しますか. 

堅信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がた)は, 神の独り子, イエスを十字架と復活によ

って救いを成し遂げられたキリスト(救い主)と信じますか. 

堅信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神が聖霊を通して今も働かれ, あなた(がた)を導き, また

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 1:3~10)

서약 / 사식자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성장한 지금, 그것이 하

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확신합니까?

입교하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

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구세주)로 믿습

니까 ?

입교하는 자 :   예 

사식자 :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입교하는 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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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か. 

堅信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がた)は, 最善を尽くして, 主の日の礼拝を守り, 

キリストのしもべとしてふさわしく生活し, また教会の定め

に従って忠実にそ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約束しますか. 

堅信礼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がた)は,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を告白し, そ

の信条と憲法と規則に従うことを約束しますか. 

堅信礼を受ける者 ： はい.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教会員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教会員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며, 또

한 교회가 정한 바를 따라 충실히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까?

입교하는 자 :   예

사식자 :   여러분(형제 또는 자매)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조와 헌법과 규칙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

까?

입교하는 자 :   예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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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

信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

白し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祈祷 / 司式者

恵み深い父なる神よ, 主のみ前に立っている兄弟(姉妹)を選び, 

信仰の家庭に生まれさせ, 育ててくださり, 今ここに信仰を告白し, 

聖餐に与か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聖霊の助け

により, キリスト者の本分を果たし, 神の国を受け継ぐ者としてくだ

さい. イエス･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兄弟(姉妹)は, と教会員の前で自ら信仰を告白しました. 

今, キリストのからだなる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洗礼会員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 사식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자매)[들]를 택하시어 신

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 여기 신앙

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

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형제(자매)는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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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なったことを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하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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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聖餐式

(司式者が教会員に向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式辞 / 司式者

愛する兄弟姉妹, わたしたちは今,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定められ

た聖餐に与かろうとしています. 救い主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じ, 洗

礼を受けた人はすべてこの聖餐に与かることができます. なお, 洗

礼を受けていない方や堅信礼を受けていない方は, 洗礼, あるい

は堅信礼を受けることにより, 一日も早く聖餐に与かることができ

るように招かれています. 主はわたし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

かかり, 死なれ, よみがえり, この世をあがない, わたしたちを招い

て神の子とし, 永遠の命を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そのはかること

のできない愛と恵みをわたしたちの心に刻みつけるために, 主ご

自身が聖餐を制定されました. 「だれでも, 自分をよく確かめたうえ

で, そのパンを食べ, その杯から飲むべきです. 主の体のことをわ

きまえずに飲み食いする者は, 自分自身に対する裁きを飲み食

いしているのです」 と勧められています. 従って, 自分自身をかえ

りみて, 自らの罪を深く悔い改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にし

て信仰と真実とをもって聖餐に与かりましょう. 

聖書 / 司式者

「わたしがあなたがたに伝えたことは, わたし自身, 主から受けた

ものです. すなわち, 主イエスは, 引き渡される夜, パンを取り, 感

謝の祈りをささげてそれを裂き, 『これは, あなたがたのためのわ

3. 성찬식

사식자가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식사 / 사식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나 입교식을 하

지 않은 분들은 세례 또는 입교식을 받음으로 가능한 빨리 성찬

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

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우

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

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자 주

님 자신이 성찬을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

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

하여 믿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경 / 사식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

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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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しの体である. わたしの記念としてこのように行いなさい』 と言わ

れました. また, 食事の後で, 杯も同じようにして, 『この杯は, わた

しの血によって立てられる新しい契約である. 飲む度に, わたしの

記念としてこのように行いなさい』 と言われました. だから, あなた

がたは, このパンを食べこの杯を飲むごとに, 主が来られるときま

で, 主の死を告げ知らせるのです. 」 (Ⅰコリ11：23~26)[参照 マタ

26:26~29]

祈祷 / 司式者

天の父なる神よ, 独り子の血により, わたしたちを罪と死から贖い, 

造りかえられてみ国の民とされまし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 ここ

に主に招かれたわたしたちに, 全き心ときよい良心が与えられ, わ

たしたちも自分自身の体を, 神に喜ばれる生きたいけにえとするこ

とができますように.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

メン. 

招きの言葉 / 司式者

「イエスは言われた. 『はっきり言っておく. 人の子の肉を食べ, そ

の血を飲まなければ, あなたたちの内に命はない. わたしの肉を

食べ, わたしの血を飲む者は, 永遠の命を得, わたしはその人を

終わりの日に復活させる. わたしの肉はまことの食べ物, わたしの

血はまことの飲み物だからである. わたしの肉を食べ, わたしの血

を飲む者は, いつもわたしの内におり, わたしもまたいつもその人

の内にいる. 』」 (ヨハ６:53~56)

(参照 マタ11:28, ヨハ3:16, 6:35, Ⅰテモ1:15等)

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참조 마 26:26~29)

기도 / 사식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

시고 새로 지어 거룩한 나라의 백성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

다. 이제 주님의 초대를 받아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과 맑은 양심을 주사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

다. 아멘.

초대의 말씀 / 사식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

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3~56)

(참조 마 11:28, 요 3:16, 6:35, 딤전 1:15 등)

배찬 / 사식자

(사식자는 빵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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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餐 / 司式者

(司式者はパンを取り, 次のように言う)

「これは, あなたがたのためのわたしの体である. わたしの記念とし

てこのように行いなさい. 」これは, わたしたちのために裂かれた主

イエス ‧ キリストの体です. あなたがたのために主が命を捨てられ

たことを覚え, 感謝をもってこれを受け, み子イエス ‧ キリストとの

交わりに与かりましょう. 

(ここでパンを配餐する)

(司式者は杯を取り, 次のように言う. )

「この杯は, わたしの血によって立てられる新しい契約である. 飲

む度に, わたしの記念としてこのように行いなさい. 」 これは, わた

したちのために流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の血です. あなたがた

のために主が血を流されたことを覚え, 感謝をもってこれを受け, 

み子イエス ‧ キリストとの交わりに与かりましょう. 

(ここで杯を配餐する)

感謝の祈り / 司式者

天の父なる神よ, 限りなき憐れみをもってわたしたちを招き, 主の

聖餐に与か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 主イエス ‧ キリ

ストの贖いの恵みを受けたわたしたちが, 常にキリストの心に倣い, 

すべての聖なる働きに熱心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父, 子, 聖霊

なる神の祝福が, わたしたちに満ち溢れ, 終わりの日まで平安のう

ちに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祈ります. アーメン. 

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독생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합시다.

(여기서 빵을 배찬한다.)

(사식자는 잔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

를 기념하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여 감사

함으로 이를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합시다.

(여기서 잔을 배찬한다.)

감사의 기도 / 사식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모

든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마지막 날까지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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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病床聖餐式

司式者は, 上記３聖餐式に基づいて行うが, 事情によっては各順

序を簡略化してもよい. 聖書は, 次の中から選んで読むのが望ま

しい. 

(参照 マタ11:28, ヨハ6:51, 14:18, ヘブ13:5 後半等)

4. 병상 성찬식

(사식자는 3.성찬식에 근거해서 행하나 사정에 따라서는 각 순서를 

간략하게 해도 좋다.)

성경은 다음 중에서 택하여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 마 11:28, 요 6:51, 14:18, 히 3:5후반 등)



102 103

5. 学習式

(司式者が教会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愛する兄弟姉妹, ○○○兄弟(姉妹)がわたしたちの教会の交わり

に加えられ, 6 カ月が経ちました. ○○○兄弟(姉妹)はイエス ‧ キリ

ストを自分の救い主として信じ従うために, 洗礼を受ける準備学習

を志願しました. 今, 神とすべての教会員の前でその意志を確認し, 

学習会員として立てようとしています. すべての教会員は, この兄弟

姉妹(たち)が信仰に堅く立って洗礼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祈

りと交わりをもって助け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します. 学習を

受ける○○兄弟(姉妹)は誠実にその意志を表明してください. 

聖書 / 司式者

「神は, その独り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 世を愛された. 独り子

を信じる者が一人も滅びないで, 永遠の命を得るためである. 神

が御子を世に遣わされたのは, 世を裁くためではなく, 御子によっ

て世が救われるためである. 御子を信じる者は裁かれない. 信じ

ない者は既に裁かれている. 神の独り子の名を信じていないから

である. 光が世に来たのに, 人々はその行いが悪いので, 光よりも

闇の方を好んだ. それが, もう裁きになっている. 悪を行う者は皆, 

光を憎み, その行いが明るみに出されるのを恐れて, 光の方に来

ないからである. しかし, 真理を行う者は光の方に来る. その行い

が神に導かれてなされたということが, 明らかになるために. 」 (ヨハ

3：16~21)

5. 학습식

(사식자가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씨를 우리 교회에서 맞이한지 6개

월이 지났습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

고 따르기 위해 세례 받을 준비학습을 자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과 전 교우들 앞에서 그 뜻을 확인하고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

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세례를 받을 때 

까지 기도와 교제로 도우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

는 ○○○씨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뜻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 / 사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

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

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

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

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6~21)

서약 / 사식자



104 105

誓約 / 司式者

司式者 ：     イエスをキリストと受け入れる洗礼を受けるために, 聖書

を神のみ言葉として学ぶことを約束しますか. 

学習を受ける者 ： はい. 

司式者 ：     教会の礼拝を守り, 牧師の指導のもとに, 聖書の学びを

深め, 教会の交わりに熱心に加わ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学習を受ける者 ： はい. 

祈祷 / 司式者

慈しみ深い父なる神よ, 今日, 学習を誓約した兄弟(姉妹)を聖霊

の力によって助け, その信仰が成長し, 貴い実を結ぶことができる

よう導いてください. また, この兄弟姉妹(たち)が洗礼を受ける日ま

でわたしたちも共に学び, お互いに励まし合うことができるよう導

いてください.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兄弟 (姉妹) は, 今, 在日大韓基督教会 ○○教会の学習

会員になったことを宣言します. 誠実に学び, 洗礼会員になる望

みと喜びをもって学習に励んでください. 

사식자 :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것을 약속합니까 ? 

학습받을 자 :   예

사식자 :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목사의 지도하에 성경을 깊이 배

우며 교회의 교제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까 ?

학습받을 자 :   예

기도 / 사식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을 약속한 형제 (자매)(들)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사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분(들)이 세례를 받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형제(자매)는 지금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학습교

인이 된 것을 선언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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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転入式(入会式)

(転入式は他教派の洗礼会員を当該教会に受け入れる時に誓約

する式である. ただし, 在日大韓基督教会に所属する教会からの転

入は, 礼拝のお知らせの時間に, 以下のように簡略に行うか, 又は

紹介と祈りをもって行うのが望ましい)

１) 他教派からの転入

(司式者は教会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告げる)

開式辞 / 司式者

○○○兄弟(姉妹)は, ○○教団の○○教会の洗礼会員でありま

すが, このたび在日大韓基督教会の○○教会への転入を願い出

られたので, 当教会は(母教会よりの薦書に基づき), 兄弟(姉妹)と

面接の上, ここに転入式を行うことを決定しました. 

聖書 / 司式者

「また, 彼らのためだけでなく, 彼らの言葉によってわたしを信じる

人々のためにも, お願いします. 父よ, あなたがわたしの内におら

れ, わたしがあなたの内にいるように, すべての人を一つにしてく

ださい. 彼らもわたしたちの内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そうすれ

ば, 世は, あなたがわたしをお遣わしになったことを, 信じるように

なります. あなたがくださった栄光を, わたしは彼らに与えました. 

わたしたちが一つであるように, 彼らも一つになるためです. わた

6. 전입식(입회식)

(전입식은 타교파의 세례교인을 본 교회에 받아들일 때 하는 서약

식이다. 단,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된 교회로부터의 전입은 예배

중 교회 광고 시간에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행하거나 또는 소개와 

기도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１) 타교파로부터의 전입

사식자는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개식사 / 사식자

○○○형제(자매)는 ○○○○교단 ○○ 교회의 세례교인 이었지

만, 이번에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교회에 전입을 신청하였으므

로 본 교회는 (모교회로부터의 추천에 의거하여) 형제(자매)와 면

접한 후, 여기서 전입식을 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경 / 사식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

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

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

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

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

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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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が彼らの内におり, あなたがわたしの内におられるのは, 彼らが

完全に一つになるためです. こうして, あなたがわたしをお遣わし

になったこと, また, わたしを愛しておられたように, 彼らをも愛して

おられたことを, 世が知るようになります. 」 (ヨハ17:20~23)[参照 エ

フェ4:1~6]

誓約 / 司式者

司式者 ：     あなた (兄弟姉妹) は, 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

を信じ, わたしたちを罪と死から救うために十字架で死

なれ, 三日目によみがえられた独り子イエス ‧ キリストを

救い主と信じ, わたしたちのうちに働かれる聖霊を信じ

ますか. 

転入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兄弟姉妹)は, この教会の教会員となるにあたり,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

則が神のみ旨にかなうものであることを信じ, 従うことを

約束しますか. 

転入者 ： はい. 

司式者 ：     あなた (兄弟姉妹) は, 最善を尽くして, この教会の礼拝

を守り, 教会の働きにおいて奉仕し, 支え, 教会の一致

と平和のために努め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転入者 ： は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

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

이다.”(요 17:20~23)

(참조 엡 4:1~6)

서약 / 사식자

사식자 :    형제(자매)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전입자 :   예

사식자 :    형제(자매)는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믿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전입자 :   예 

사식자 :   형제(자매)는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의 예배를 지키며 성

실히 봉사하고,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합니까?

전입자 :   예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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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教会員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教会員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

信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

白し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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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祈祷 / 司式者

恵み深い神よ, 今この兄弟(姉妹)が, その信仰を告白し, この教会

の教会員となる意志を表明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 聖霊が助けてく

ださり, 信仰の生涯を通し, 教会の生きた肢として, 福音のために

兄弟姉妹と共によき働きができますように.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

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兄弟(姉妹)は, 今, 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洗礼会

員となったことを宣言します. アーメン. 

기도 / 사식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형제(자매)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본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생애를 통하여 몸된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복음을 위

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형제(자매)는 이제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세례교

인이 된 것을 선포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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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在日大韓基督教会内からの転入

式辞 / 司式者

「この兄弟(姉妹)は, 在日大韓基督教会の○○教会において信

仰生活をしてこられました. このたび, 当教会への転入を願い出ら

れたので, 当教会は(母教会よりの薦書に基づき), 兄弟(姉妹)と面

接の上, ここに転入式を行うことに決定しました. 

誓約 / 司式者

司式者 ：     あなた (兄弟姉妹)は, 最善を尽くして, この教会の礼拝

を守り, 教会の働きにおいて奉仕し, 支え, 教会の一致

と平和のために努め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転入者 ： はい. 

祈祷 / 司式者

宣言 / 司式者

○○○兄弟(姉妹)は, 今, 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洗礼会

員となったことを宣言します. アーメン. 

２) 재일대한기독교회 내에서의 전입

개식사 / 사식자

이 형제(자매)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본교회로 전입을 신청하였으므로 본교회는 (모

교회로부터의 추천에 의거하여) 형제(자매)와 면접한 후 전입식을 

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약 / 사식자

사식자 :   형제(자매)는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의 예배를 지키며 성

실히 봉사하고,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합니까?

전입자 :   예 

기도 / 사식자

선포 / 사식자

○○○형제 (자매)는 이제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세례교

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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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任職·任命

１. 牧師按手式

(この礼式は, 地方会定期総会において正式な礼拝の中で執り行

うものである. 司式者の指示により, 按手式の担当者と按手を受ける

者が入場し, 決められた席に着く)

                                司式：地方会長

前奏 / 伴奏者

招詞 / 司会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司会者

(参照 マタ9:35~38, ヨハ10:11~18, Ⅱコリ 4:1~10, エフェ4:7~13等) 

説教 / 担当者

 
Ⅳ. 임직·임명

1. 목사 안수

(이 예식은 지방회 정기총회 중에 정식 예배 순서에 의하여 거행

한다. 사식자의 인도에 따라 순서 담당자들과 안수받을 후보자가 

지방회장을 선두로 입장하여, 앞으로 나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는

다.)

사식 :  지방회장

전주 / 반주자

예배의 부름 / 사식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참조 마 9:35~38, 요 10:11~18, 고후 4:1~10, 엡 4:7~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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紹介 / 書記

誓約 / 地方会長

○○地方会は, 神のみ旨とみ言葉により, 主がお与えくださった

権威をもって, 主の働き人として立てられようとする○○○伝道師

の誓約を受けようとしています. 誠実に答えてください. 

( 答えるとき, 右手を挙げさせてもよい)

問 :     三位一体なる神を信じ, キリストをあなたの主と信じますか. 

答 : はい. 

問 :     旧 ‧ 新約聖書は神のみ言葉であり, 信仰と生活の唯一絶対

の基準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か. 

答 : はい. 

問 :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

教会の信仰告白を告白し, その信条と憲法と規則に従うこと

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主の定めと教会の模範とに従って, 正しく神のみ言葉を宣べ, 

聖礼典を執行し, 委ねられた信徒たちを誠実に教え, 導くこと

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설교 / 담당자

소개 / 지방회서기

서약 / 지방회장

본 지방회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 전도사의 서약을 받

겠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때 오

른손을 들어 표시하게 할 수도 있다.)

문 :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로 믿습니

까?

답 :   예

문 :   신, 구약 성경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 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답 :   예

문 :   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기독교

회의 신앙고백을 하며 그 신조와 헌법, 규칙을 따를 것을 서

약합니까?

답 :   예

문 :   주의 계명과 교회의 모범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파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맡겨진 성도들을 성실히 가르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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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 主にある同労者たちと協力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いかなる迫害や反対を受けても忍耐をもって真心から福音の

真理を守り, 教会のきよさと平和の実現を目指し, 誠実に奉仕

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牧師として使命を果たし, 伝道と生活の実践を通して福音の

証人としての模範とな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

답 :   예

문 :   주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

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고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

답 :   예

문 :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와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복

음의 증인으로서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합니까?

답 :   예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총대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총대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122 123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按手祈祷 / 地方会長

(按手を受ける人が頭をたれるようにし, 按手委員と共に按手を受

ける人の頭の上に手を置いて祈る)

天と地のすべてを知恵と公義と愛によって治めたもう全能の父な

る神よ, あなたはキリストにあってこの世と和解することをよしとさ

れ, 教会の内に, 主の働き人を召し出し, ある人を使徒, ある人を

預言者, ある人を伝道者, ある人を牧師また教師とされました. そ

れは信徒の信仰を堅くし, 世にあって主を証しさせるためでありま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수기도 / 지방회장

(안수받을 사람을 앞에 꿇어 앉게 하고 , 안수 담당자들과 함께 안

수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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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 全能の父なる神よ, 今, 聖なる定めに従い, 主に身を献げたこ

のしもべ(たち)の頭の上に手を置き, 主のみ名によって祈り願いま

す. どうぞこのしもべ(たち)の上に聖霊をもって臨んでください. イ

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握手礼(歓迎) 

地方会会長 :   わたしたちは共に働く同労者を得たことを喜び歓迎

します. 

(按手礼に参加した牧師は任職を受けた牧師と握手をし, 歓迎の

意をあらわす)

宣言 / 地方会長

わたしは教会の頭である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在日大韓基督

教会○○地方会の権限により, ○○○が牧師となっ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勧めの言葉 / 担当者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牧 師

後奏 / 担当者

상과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 안에 당신의 일꾼을 세우사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예언자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또는 교사가 되게 하셔서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세상에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님, 주님께 몸바친 이 종(들)위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규례

를 따라 우리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원하오니 오 주여, 이

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

악수례(환영) / 담당자들과 함께

지방회장 :   우리는 함께 일할 일꾼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환영

하는 바입니다 .

(안수례에 참석한 목사들이 임직받은 목사와 악수를 하며 환영을 

표시한다.)

선포 / 지방회장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일대한

기독교회 ○○지방회의 권위로 ○○○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권면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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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牧師委任式

(この礼式は担任牧師を招聘した教会において, 臨時堂会長の司

会と地方会長の司式のもとで執り行う)

開式辞 / 司会者

今より, わたしたちは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り○○教会の牧

会を○○○牧師に委任する式を執り行います. 

招詞 / 司式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担当者

紹介 / 担当者

誓約 / 地方会長

(委任を受ける牧師が司式者の前に立ち, 次のように問答する)

2. 목사 위임식

(이 예식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서 임시 당회장의 사회와 

지방회장의 사식 하에서 거행한다.)

개식사 / 사회자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회를 ○

○○ 목사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부름 / 사회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소개 / 사회자

서약 / 지방회장

(위임받을 목사가 사식자 앞에 서면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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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式者 ：   今, わたしは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制定され

た定めに従い, いくつかのことを質問します. 誠実にお

答えください. 

問    あなたがこの教会の牧師として委任されることは, 神の恵みで

あると確信し, ただ主の栄光のためにその身をささげることを

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あなたはこの教会の信徒を心から愛し, 正しく教え, 愛に基

づく, 教会の平和と成長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司式者が信徒に. 答えは 「アーメン. 」 または手を上げて答える

ようにする. )

問 ：   本教会の信徒の皆さんは ○○○牧師を担任牧師として受

け入れ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アーメン. 

問 ：   本教会の信徒の皆さんは牧師の説き明かす真理と牧会に従

い, 牧師を慰め, 協力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アーメン. 

問 ：   本教会の信徒の皆さんは委任を受ける牧師が牧会する間, 

支障がないようにその費用を負担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사식자 :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정된 규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으려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대

답하시기 바랍니다.

문 :   그대는 ○○ 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확신

합니까?

답 :   예

문 :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그대는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

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사식자가 교우에게)

대답은 아멘 혹은 손을 들어 하는 것이 좋다.

문 :   본 교회 교우 여러분은 ○○○ 목사를 담임목사로 받기로 서

약합니까?

답 :   아멘



130 131

答 : アーメン.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문 :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

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아멘

문 :   본 교회 교우 여러분은 ○○○ 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시무

하는 동안 목회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아멘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회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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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祈祷 / 司式者

全能の神, 今, 委任を受ける主のしもべのために祈ります. 聖霊で

満たし, ○○○牧師を忠誠と勤勉と勇気をもって, 聖なる義務を果

た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ここに委任を受ける者に権能と愛と健全

な知性をくださり, 信仰の弱い者を目覚めさせ, 強くし, 苦しむ者

を慰め, 罪人を主のもとに, 神のみ業に与か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全能の神, 今また○○教会の信徒のために祈ります. 聖霊の励ま

しにより愛と謙遜をもって, み言葉を受け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信

徒の心を真理の光によって明るく照らしてください. 牧師のとりつ

ぎにより, 福音の永遠なる真理を日ごと, より深く語らせてください. 

すべてよきものをもって養い, けがれのない主の民として永遠の国

へと導いてください. 互いに愛し合い, 聖霊による一致を保つよう

にし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

ン. 

宣言 / 地方会長

わたしは在日大韓基督教会○○地方会の権限により○○○牧師

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担任牧師になっ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 사식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위임받은 주의 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이 충성과 근면과 

용기로 거룩한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

전한 지성을 주사 그의 하는 일이 무심한 자를 깨우치며, 약한 자

를 담대하게 하며, 괴로운 자를 위로하며, 죄인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본 교

회 교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사 사랑과 겸손

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게 비

추사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

든 선한 것으로 양육하사 흠 없는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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勧めの言葉 / 担当者

(１) 委任を受ける牧師に対して

(２) 教会員に対して

祝辞 / 担当者

記念品贈呈 / 教会が委任を受ける牧師に

答辞 / 委任を受けた牧師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委任を受けた牧師

閉会 / 一 同

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지방회장

나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지방회의 권위로 ○○○목사가 재일

대한기독교회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권면 / 담당자

(1) 위임받은 목사에게

(2) 교우 여러분에게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교회가 위임받는 목사에게 

답사 / 위임받은 목사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위임받은 목사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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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牧師·宣教師加入式

牧師加入式は他教団の牧師を本教団の牧師として受け入れる礼

式で, 地方会定期総会中に地方会会長の司式で進行する(総会憲

法23条1項及び神学考試員会細則第8条). 正式な礼拝として行うこ

とが望ましい. 

開会式辞 / 地方会長

(開会式直前に地方会書記が加入する牧師の紹介を付け加える

こともできる)

総代の皆さん, 今から牧師加入式を行います.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牧師

を紹介します. 

誓約 / 地方会長

○○○牧師は, わたしが問う言葉に誠実に答えてください. 

問 :   あなた(がた)は,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則に

従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が開会礼拝において行われた場

3. 목사(선교사) 가입식

다른 교파의 목사를 본 교단의 목사로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지방

회 정기총회 중에 지방 회장의 사식으로 진행한다 (총회헌법 23조 

1항 및 신학고시위원회세칙 제8조 참조). 정식예배에서 행하는 것

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 임직식 직후에 계속하여 본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개식사 / 지방회회장

(개회식 직전에 지방회 서기가 가입하는 목사를 소개하는 순서를 

첨가할 수도 있다.)

총대원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 가입식을 거행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 가입하기로 한 ○○○목사를 소개합니다. 

서약 / 지방회회장

○○○목사는 내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

니다.

문 :   그대는 구,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에 따를 것

을 서약합니까? 

답 :   예

신앙고백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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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には省くことができる)

宣言 / 地方会長

わたしは今, 教会の頭である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おいて, 

○○○牧師が在日大韓基督教会に所属する牧師であることを宣

言します. 

(宣言の後, 一同が拍手をもって歓迎する)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회예배시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선포 / 지방회장

나는 지금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목사가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한 목사가 된 것을 것을 선포

하노라.

(선포가 끝나면 일동이 박수로 환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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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副牧師(伝道師)就任式

(副牧師の就任式は堂会の権限のもと, 担任牧師の牧会を補佐す

るために招聘した牧師を就任させる式である. 主日礼拝において

執り行うこともできる. 伝道師の就任もこの式順に準ずる)

開式辞 / 担任牧師

わたしは本教会担任牧師として, 教会員の皆さんに副牧師(伝道

師)を紹介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 ○○○牧師(伝

道師)は, 担任牧師と堂会の決定により, 本教会の副牧師(伝道師)

として来られました. 

誓約 / 担任牧師

(副牧師＜伝道師＞が担任牧師の前に立ち, 次のように問答する)

(牧師に対して)

問 :   キリストにあって, 同労者となった○○○牧師(伝道師), あな

たは○○教会の副牧師(伝道師)就任にあたり, 神の助けによ

り, この教会において担任牧師の指導のもとで委ねられた義

務を忠実に履行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教会員に対して)

(答えは 「アーメン」 または手を上げて答えるようにする)

問 :   ○○○牧師(伝道師)を, 本教会に仕える間, 本教会の副牧

4. 부목사(전도사) 취임식

(부목사의 취임식은 당회의 권한으로 담임 목사를 돕게 하기 위하

여 청빙한 목사를 취임하게 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시 예배 순서에 

첨가하여 거행한다. 전도사 취임도 이 식순에 준한다.)

개식사 / 담임목사

나는 본 교회 담임 목사로서 본 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부목사 (전

도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본 교회 부목사(전

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약 / 담임목사

(부목사 또는 전도사는 담임 목사 앞에 서고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목사(전도사)에게)

문 :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된 ○○○목사(전도사), 

그대는 본 교회 부목사(전도사)로 취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에서 맡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까?

답 :   예

(교우에게)

(교우들은 아멘으로 또는 손을 들어 대답케 한다.)

문 :   본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전도사)를 본 



142 143

師(伝道師)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答 : アーメン. 

祈祷 / 担任牧師

光と命のもとなる全能の神よ, 本教会に副牧師(伝道師)として送

ってくださった主のしもべのために祈ります. 主の知恵をもってし

もべを導いてくださり, 主のみ国のために誠実に仕えるようにして

ください. このしもべに信仰と希望と愛を絶えず満たしてください. 

すべての人にとってこのしもべが模範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父

なる神よ, 本教会の信徒のために祈ります. 聖霊により信徒の心

を動かし, 永遠の命の糧として謙遜にみ言葉を受け入れさせてく

ださい. 日ごとに信仰を成長させてくださり, 主にあって一つとなり, 

地の塩, 世の光としての務めをなさしめ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

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担任牧師

わたしは○○○牧師(伝道師)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

副牧師(伝道師)なっ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

ます. アーメン. 

賛美 / 一同

祝祷 / 就任した副牧師

교회 부목사(전도사)로 맞아 그가 본 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

에게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답 :   예

기도 / 담임목사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 교회에 부목사로 

보내주신 주의 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지혜로 그를 인도하

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

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옵소서. 그

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

버지, 본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영생의 양식을 삼게 하옵

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과 이해와 순종

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담임목사

나는 ○○○목사(전도사)가 본 교회 부목사(전도사)가 된 것을 성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찬송 / 일동

축도 / 취임받은 부목사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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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伝道師認許式

(在日大韓基督教会が認定した神学課程を卒業し, 伝道師考試

に合格し, 教会の招聘を受けた者に対して当該地方会が認許式を

行う. 伝道師認許式は地方会定期総会中に地方会会長の司式で

進行する. 神学考試委員会細則第12条)

                                                   

司式：地方会長

開式辞 / 司式

者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司式者

(参照 ヨハ10：11~18, ロマ12：1~21, コロ1：24~29, Ⅱテモ4：1~5等)

説教 / 担当者

紹介 / 書記

(認許を受ける者を前に立たせて紹介をする)

誓約 / 司式者

主にあって共に召しを受けた愛する兄弟(姉妹)よ, 神はその体な

る教会のために労する働き人を求めておられます. 神は敬虔な信

5. 전도사 인허식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고시위원회가 실시한 고시에 합격한 후, 

교회의 청빙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회가 인허식을 거행한

다. 신학고시위원회세칙 제 12조 참조).

                                                             사식 : 지방회장

개식사 / 사식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참조 요 10:11~18, 롬 12:1~21, 골1:24~29, 딤후 4:1~5 등)

설교 / 담당자

소개 / 지방회서기

(인허받을 자를 앞에 세우고 소개한다.)

서약 / 사식자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하나님께

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하나

님께서 순결한 마음과 바른 행위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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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 誠実で善良な心, そして専門的な知識を備えた者を召して, 

用いることを喜ばれます. 考試の結果, あなたは伝道師にふさわ

しい者とされました. 従って, わたしはこの認許式において誓約を

求めますので, 誠実に答えてください. 

問 :   あなた(がた)は,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則に

従い, 伝道師の職を受け止め, この職務を誠実に行うことを

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あなた(がた)は, 教会の和解と一致ときよさを守ることを誓いま

すか. 

答 : はい.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が開会礼拝において行われた場

合には省くことができる)

祈祷 / 司式者

天にいます恵みの父よ, 今, あなたのしもべが在日大韓基督教会

の伝道師にな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どうか, このしもべに聖

霊を満たし, この務めを全う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このしもべが

あなたの召しに応え, 言葉と行いをもって, 福音の真理を示し, 多

くの人々を主のみもとに導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主イエ

덕이 있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중에 

고시한 결과 선한 행위와 건전한 신앙과 충분한 학식을 갖춘 사람

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인허식을 통해 서약을 받

고자 하노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 :   그대(여러분)는 신, 구약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에 

따라 전도사의 직무를 받아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

니까?

답 :   예

문 :   그대(여러분)는 교회의 화해와 일치에 힘쓰며 성결을 지킬 것

을 서약합니까?

답 :   예

신앙고백 / 일동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회예배시에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

을 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기도 / 사식자 

하늘에 계신 은혜의 아버지, 지금 주님의 종이 재일대한기독교회

의 전도사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종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나타

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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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わたしは, 在日大韓基督教会 ○○地方会の権限により, ○○○

が本地方会に所属する伝道師であることを父, 子, 聖霊のみ名に

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賛美 / 一同

祝祷 / 司式者

閉会 / 伴奏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나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지방회의 권위로 ○○○씨가 본 지

방회의 소속한 전도사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

하노라. 아멘.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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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長老将立式    

(長老は地方会の考試に合格した後, 将立式を当該地方会の主

管で当該教会において執り行う)

開会辞 / 司式者

今, わたしたちは神のみ心によって, ○○○執事(勧士 ‧ 按手執

事)を長老として将立するために, この場に集まりました. 神には栄

光を, 将立を受ける者には祝福があることを祈り願います. 

黙祷 / 一 同

招きの言葉 / 司式者

「こういうわけで, 兄弟たち, 神の憐れみによってあなたがたに勧

めます. 自分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けるいけにえとして献

げなさい. これこそ, あなたがたのなすべき礼拝です. あなたがた

はこの世に倣ってはなりません. むしろ, 心を新たにして自分を変

えていただき, 何が神の御心であるか, 何が善いことで, 神に喜ば

れ, また完全なことであるかをわきまえるようになりなさい. わたしに

与えられた恵みによって, あなたがた一人一人に言います. 自分

を過大に評価してはなりません. むしろ, 神が各自に分け与えてく

ださった信仰の度合いに応じて慎み深く評価すべきです. という

のは, わたしたちの一つの体は多くの部分から成り立っていても, 

全ての部分が同じ働きをしていないように, わたしたちも数は多い

が, キリストに結ばれて一つの体を形づくっており, 各自は互いに

6. 장로장립식

(장로는 각 교회에서 피택된 자로 각 지방회의 고시부 고시에 합

격한 후, 지방회장 사식에 의해 각 교회에서 거행한다.)

개식사 / 사식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씨를 장로로 장립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장립을 받는 

분(들)에게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묵도 / 일동

예배에의 부름 / 사식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

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

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

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

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

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

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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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分なのです. わたしたちは, 与えられた恵みによって, それぞれ

異なった賜物をもっていますから, 預言の賜物を受けていれば, 

信仰に応じて預言し, 奉仕の賜物を受けていれば, 奉仕に専念し

なさい. また, 教える人は教えに, 勧める人は勧めに精を出しなさ

い. 施しをする人は惜しまず施し, 指導する人は熱心に指導し, 慈

善を行う人は快く行いなさい. 」 (ロマ12:1~8)

賛美 / 一 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省略または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説教 / 担当者

紹介 / 担当者

(将立を受ける者を前に立たせて紹介をする)

誓約 / 地方会会長

(答える時は右手を上げて 「はい」, あるいは 「アーメン」 と答える

ようにする)

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

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1~8)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소개 / 담당자

(장로 장립받을 자를 앞에 세워 소개를 한다.)

서약 / 지방회장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예” 또는 “아멘”으로 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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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の召しと選びを受けて, 長老として将立されるこの時, 敬虔と誠

実な心で神と教会の前で誓約してください. 

問 :   旧 ‧ 新約聖書は神の言葉であり, 信仰と行為の誤りなき唯一

の基準であることを信じ, 従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

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則に誠実に従うこと

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在日大韓基督教会の治理と勧懲条例と礼拝模範を正しいも

のと認めますか. 

答 : はい. 

問 :   長老の職分を受け, 誠実な心で牧会を支え, 長老職に力を

尽くして奉仕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本教会の平和と一致ときよさのために努めることを誓います

か. 

答 : は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장로로서 장립되는 이 시간, 경

건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시기를 바랍

니다.

문 :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

여 무오한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아멘)

문 :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에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를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장로의 직분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돕고, 장로의 직

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본 교회의 화해와 일치와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

합니까?

답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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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会員に)

(司式者が教会員たちに問う時は, 本教会の会員一同が起立して 

「アーメン」 と答えるようにする)

問 :   ○○ 教会の教会員の皆さん, 皆さんが選び, 立てた ○○○

を本教会の長老として迎え, 聖書の教えと教会の治理に従

い, 主にあって尊敬し慰め合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アーメン.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교우들에게)

사식자가 교우들에게 물을 때에는 본 교회 교우들을 일동 기립하

여 “아멘”으로 대답하게 한다.

문 :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씨를 

본 교회 장로로서 맞이하여 성경과 교회 정치가 가르친 바 대

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아멘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회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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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按手祈祷 / 地方会長

(按手を受ける長老が壇上に上り, 準備された席で膝まづき, 頭を

たれるようにする. 地方会長は按手委員たちを壇上に上るように

指示し, 右手を受ける人の頭の上において祈る)

父なる神よ, 今, ○○○執事(勧士, 按手執事)が長老の重責を担

うために神のみ前に頭をたれました. 主が用いられるために聖別

したしもべであるゆえに, 上からの新た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 

聖霊に導かれ, 知恵と愛で満たしてください. 長老職は本人の力

だけでは果たすことが難しい職責でありますので, 愛する家族が

よき協力者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長老職は奉仕する

職責でありますから, この者(たち)が支配する者ではなく従順な奉

仕者に, 受ける者ではなく与える者にしてください. 自分自身と家

族と教会がともに祝福され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長老職は恒存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수기도 / 지방회장

(안수받을 장로가 단상으로 올라와 준비된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한다. 지방회장은 안수위원들을 단상에 올라오게 하

고, 오른손을 안수받는 자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씨가 지금 장로의 중임을 맡기 위하여 하

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

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의 직

은 봉사하는 직분이므로 이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실하게 하옵소서. 자신과 가족과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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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でありますので, 将立を受けるこの瞬間の感動と決心が生涯変

わらず, 喜びの時も試練の時も, その職責に忠実であるように導い

てください. これからは主のしもべとなったこの者(たち)に, 霊的に

は聖霊の満たしを, 肉的には健康を, 家庭には平和を, 事業には

繁栄をますます与えてください. この者(たち)を通して主の教会を

日ごとに成長させ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

ります. アーメン. 

按手 / 委員

握手礼(歓迎)

 地方会長 :   わたしたちは共に働く同労者を得たことを喜び歓迎し

ます. 

(按手礼に参加した牧師 ‧ 長老は任職を受けた長老と握手をし, 

歓迎の意をあらわす)

                                          

宣言 / 地方会長

本地方会の会長であるわたしは, 今キリストから受けた職責と教会

の権限により○○○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長老(勧士 ‧ 

按手執事)となりまし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

ます. アーメン. 

賛揚 / 聖歌隊

함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직은 항존직이오니 장립을 받

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동안 변치 않게 하시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성령충만을, 육적으로

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수례(환영) / 담당자들과 함께

지방회장 :   우리는 함께 일할 일꾼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환영

하는 바입니다.

(안수례에 참석한 목사들과 장로들이 임직받은 장로(들)와 악수를 

하며 환영을 표시한다.)

선포 / 지방회장

본 ○○지방회의 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

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씨가 재일대한기독교회 ○○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찬양 / 성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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勧めの言葉 / 担当者

(1)  将立を受けた者に対して

(2)  教会員に対して

祝辞 / 来賓

記念品贈呈 / 担当者

(1) 将立を受けた人が教会に / 任職者代表

(2) 教会が将立を受けた者に / 教会代表

挨拶 / 新任長老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牧師

後奏 / 伴奏者

閉会 / 一同

권면 / 담당자

(1) 장립받은 자(들)에게

(2) 교우들에게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담당자

장립받은 이(들)가 교회에 / 임직자 대표

교회가 장립받은 이(들)에게 / 교회 대표

답사 / 신임장로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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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勧士就任式

(勧士就任式は担任牧師の主管で行う)

開会辞 / 司式者

今, わたしたちは神のみ心によって, ○○○執事を勧士として立

てるために, この場に集まりました. 

黙祷 / 一同

招きの言葉 / 司式者

「あなたがたは神に選ばれ、聖なる者とされ、愛されているのです

から、憐れみの心、慈愛、謙遜、柔和、寛容を身につけなさい。」

(コロサイ３：１２)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説教 / 担当者

7. 권사 취임식

(권사 취임식은 담임목사가 사식을 한다.)

개식사 / 사식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씨를 권사로 세우기 위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묵도 / 일동

예배에의 부름 / 사식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

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골 3:12)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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紹介 / 担当者

(就任をする勧士を前に立たせて紹介をする)

誓約 / 地方会長

(答える時は右手を上げて 「はい」, あるいは 「アーメン」 と答える

ようにする)

神の召しと選びを受けて, 勧士として就任されるこの時, 敬虔と誠

実な心で神と教会の前で誓約してください. 

問 :   旧 ‧ 新約聖書は神の言葉であり, 信仰と行為の誤りなき唯一

の基準であることを信じ, 従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

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則に誠実に従うこと

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在日大韓基督教会の治理と勧懲条例と礼拝模範を正しいも

のと認めますか. 

答 : はい. 

問 :   勧士の職分を受け, 誠実な心で牧会を支え, 勧士職に力を

尽くして奉仕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소개 / 담당자

(권사로 취임하는 자(들)를 앞에 세워 소개를 한다.)

서약 / 담임목사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예” 또는 “아멘”으로 답하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권사로서 취임하는 이 시간, 경

건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시기를 바랍

니다.

문 :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

여 무오한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아멘)

문 :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에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를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권사의 직분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돕고, 권사의 직

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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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   本教会の平和と一致ときよさのために努めることを誓います

か. 

答 : はい. 

(教会員に)

司式者が教会員たちに問う時は, 本教会の会員一同が起立して 

「アーメン」 と答えるようにする. 

問 :   ○○教会の教会員の皆さん, 皆さんが選び, 立てた○○○

執事を本教会の勧士として迎え, 聖書の教えと教会の治理に

従い, 主にあって尊敬し慰め合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アーメン.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문 :   본 교회의 화해와 일치와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

합니까?

답 :   예

(교우들에게)

사식자가 교우들에게 물을 때에는 본 교회 교우들을 일동 기립하

여 “아멘” 으로 대답하게 한다.

문 :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씨를 

본 교회 권사로서 맞이하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

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아멘 

기도 / 담임목사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회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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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宣言 / 地方会長

本○○教会堂会長であるわたしは, 今キリストから受けた職責と教

会の権限により○○○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勧士とな

りまし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 / 담임목사

본 ○○교회의 담임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씨가 재일대한기독교회 ○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

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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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揚 / 聖歌隊

(省略または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勧めの言葉 / 担当者

祝辞 / 担当者

記念品贈呈 / 担当者

挨拶 / 新任勧士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牧師

後奏 / 伴奏者

閉会 / 一同

 

찬양 / 성가대

권면 / 담당자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담당자

답사 / 신임권사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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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執事按手式    

(執事按手は担任牧師の主管で当該教会において執り行う)

開会辞 / 司式者

今, わたしたちは神のみ心によって, ○○○兄弟(姉妹)を按手執

事として立てるためにこの場に集まりました. 

黙祷 / 一同

招きの言葉 / 司式者

「それで、兄弟たち、あなたがたの中から、“霊”と知恵に満ちた評

判の良い人を七人選びなさい。彼らにその仕事を任せよう。わた

したちは、祈りと御言葉の奉仕に専念することにします。」一同は

この提案に賛成し、信仰と聖霊に満ちている人ステファノと、ほか

にフィリポ、プロコロ、ニカノル、ティモン、パルメナ、アンティオキア

出身の改宗者ニコラオを選んで、使徒たちの前に立たせた。使徒

たちは、祈って彼らの上に手を置いた。」 (使6:3~6)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8. 집사 안수식

(집사 안수식은 담임목사가 사식을 한다.)

개식사 / 사식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씨를 안수집사로 세우

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묵도 / 일동

예배에의 부름 / 사식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

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

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3~6)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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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揚 / 聖歌隊

(省略または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説教 / 担当者

紹介 / 担当者

(執事按手を受ける者を前に立たせて紹介をする)

誓約 / 担任牧師

(答える時は右手を上げて 「はい」, あるいは 「アーメン」 と答える

ようにする)

神の召しと選びを受けて, 按手執事として立てられるこの時, 敬虔

と誠実な心で神と教会の前で誓約してください. 

問 :   旧 ‧ 新約聖書は神の言葉であり, 信仰と行為の誤りなき唯一

の基準であることを信じ, 従う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旧 ‧ 新約聖書に示された真理と道理を信じ, 在日大韓基督

教会の信仰告白と信条, そして憲法と規則に誠実に従うこと

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在日大韓基督教会の治理と勧懲条例と礼拝模範を正しいも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소개 / 담당자

(집사안수 받을 자를 앞에 세워 소개를 한다.)

서약 / 담임목사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예” 또는 “아멘”으로 답하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안수집사로서 세움을 받는 이 시

간, 경건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문 :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

여 무오한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아멘)

문 :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와 도리를 믿고,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그리고 헌법과 규칙에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를 서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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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と認めますか. 

答 : はい. 

問 :   按手執事の職分を受け, 誠実な心で牧会を支え, 按手執事

職に力を尽くして奉仕することを誓いますか. 

答 : はい. 

問 :   本教会の平和と一致ときよさのために努めることを誓います

か. 

答 : はい. 

(教会員に)

司式者が教会員たちに問う時は, 本教会の会員一同が起立して 

「アーメン」 と答えるようにする. 

問 :   ○○ 教会の教会員の皆さん, 皆さんが選び, 立てた ○○○

兄弟(姉妹)を本教会の按手執事として迎え, 聖書の教えと教

会の治理に従い, 主にあって尊敬し慰め合うことを誓います

か. 

答 : アーメン.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답 :   예

문 :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돕고, 안수

집사의 직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예

문 :   본 교회의 화해와 일치와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

합니까?

답 :   예

(교우들에게)

사식자가 교우들에게 물을 때에는 본 교회 교우들을 일동 기립하

여 “아멘”으로 대답하게 한다.

문 :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씨를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맞이하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

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답 :   아멘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회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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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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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手祈祷 / 担任牧師

(按手を受ける者が壇上に上り, 準備された席で膝まづき, 頭をた

れるようにする. 担任牧師は右手を受ける人の頭の上において祈

る)

父なる神よ, 今, ○○○兄弟(姉妹)が按手執事の重責を担うため

に神のみ前に頭をたれました. 主が用いられるために聖別したし

もべであるゆえに, 上からの新た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 聖霊に

導かれ, 知恵と愛で満たしてください. 按手執事職は本人の力だ

けでは果たすことが難しい職責でありますので, 愛する家族がよ

き協力者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按手執事は奉仕する

職責でありますから, この者(たち)が支配する者ではなく従順な奉

仕者に, 受ける者ではなく与える者にしてください. 自分自身と家

族と教会がともに祝福され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按手執事は恒

存職でありますので, 按手執事を受けるこの瞬間の感動と決心が

生涯変わらず, 喜びの時も試練の時も, その職責に忠実であるよ

うに導いてください. これからは主のしもべとなったこの者(たち)に, 

霊的には聖霊の満たしを, 肉的には健康を, 家庭には平和を, 事

業には繁栄をますます与えてください. この者(たち)を通して主の

教会を日ごとに成長させ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

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地方会長

本○○教会堂会長であるわたしは, 今キリストから受けた職責と教

会の権限により○○○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按手執

事となりまし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

안수기도 / 담임목사

(안수받을 집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준비된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한다. 담임목사는 오른손을 안수받는 자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씨가 지금 안수집사의 중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의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

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안수집

사의 직은 봉사하는 직분이므로 이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

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실하게 하옵소서. 자신과 가족

과 교회가 함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의 직은 항존직이

오니 집사로 안수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동안 변치 않

게 하시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성

령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담임목사

본 ○○교회의 담임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씨가 재일대한기독교회 ○

○교회의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

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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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メン. 

賛揚 / 聖歌隊

(省略または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勧めの言葉 / 担当者

祝辞 / 来賓

記念品贈呈 / 担当者

挨拶 / 新任長老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牧師

後奏 / 伴奏者

閉会 / 一同

찬양 / 성가대

권면 / 담당자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담당자

답사 / 안수집사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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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名誉牧師推戴式                          

名誉牧師は総会内において定年退職した時, 当教会の要請と上

会の承認により推戴式を行う. 

司式 : 担任牧師

開式辞 / 司式者

賛美 / 一同

聖書 / 担当者

(参照 Ⅱテモ 4:1~8)

祈祷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省略または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説教 / 担当者

略歴紹介 / 担当者

推戴辞 / 担当者

○○○牧師は○○○○年に牧師按手を受け, ○○年間にわた

9. 명예목사 추대식

명예목사는 총회 내에서 정년은퇴 할 때에 각 교회의 요청에 따라 

상회의 승인으로 추대식을 하게 된다.

사식 :  담임목사

개식사 / 사회자

찬송 / 일동 

성경 / 담당자

(참조 딤후 4:1~8)

기도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약력소개 / 담당자

추대사 / 담당자

○○○목사는 ○○○○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년까지 

재일대한기독교회안에서 성실히 교회에 봉사하였으며 목회 생활

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시무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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り, 本総会内の教会で奉仕し, 牧会生活に全力を注がれました. 

今, 定年になり, 視務を辞し, 牧会を終了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地

方会の承認により, ○○○牧師を名誉牧師に推戴します. 神の祝

福が○○○牧師とその家族に共にあるよう祈ります.  

宣言 / 担任牧師

○○○牧師が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名誉牧師となった

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り宣言します. アーメン. 

祈祷 / 担当者

祝辞 / 来賓

記念品贈呈 / 担当者

答辞 / 推戴を受けた牧師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閉式辞 / 司式者

회에서는 지방회의 결의로 ○○○목사를 명예 목사로 추대합니

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와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선포 / 담임목사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의 명예 목사가 된 것

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 / 담당자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담당자

답사 / 추대받은 목사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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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名誉長老推戴式                                   

 

司式 : 担任牧師

開式辞 / 司式者

本教会において○○年視務された○○○長老が 70 歳の定年と

なり視務を隠退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本教会は○○○長老を名

誉長老に推戴することを決議し, 名誉長老推戴式を挙行すること

になりました.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参照 使徒20：28~35)

賛揚 / 聖歌隊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略歴紹介 / 担当者

推戴辞 / 担当者

本教会の○○○長老は○○○○年に本教会の長老になって以

10. 명예장로 추대식

사식 :  담임목사

개식사 / 사회자

본 교회에서 ○○년 시무한 ○○○장로가 70세 정년이 되어 은퇴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장로를 명예장로로 추대하기

로 결의하고 명예 장로 추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참조 행 20:28~35)

찬양 / 성가대

설교 / 목사

기도 / 설교자

약력소개 / 담당자

추대사 / 당회서기

본 교회 ○○○장로는 ○○○○년에 본 교회 장로가 된 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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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 今日に至るまで○○年変わらず忠実に教会において奉仕し, 

すべての信徒の模範となられたので本教会は公同議会の決議に

よって名誉長老に推戴します. 

宣言 / 担任牧師

今, わたしは○○教会堂会長の権限により, ○○○長老が○○

教会の名誉長老となりましたことを父 ‧ 子 ‧ 聖霊のみ名により宣

言します. アーメン. 神の祝福が○○○長老と家族の上に共にあ

るよう祈ります. 

祈祷 / 担任牧師

祝辞 / 担当者

記念品贈呈 / 担当者

賛揚 / 家族又は聖歌隊

答辞 / 推戴を受けた長老

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閉式辞 / 司式者

에 이르기까지 ○○년을 하루같이 충성되이 교회에 봉사하여 모

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로 ○○

○장로를 명예장로로 추대합니다.

선포 / 담임목사

이제 나는 ○○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장로가 ○○교회의 

명예장로가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 / 담임목사

축사 / 담당자

기념품 증정 / 담당자

특송 / 가족 또는 성가대

답사 / 추대받은장로

광고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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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教会職員·奉仕者任命式

(教会職員, 教会学校教師, 聖歌隊員等を任命する礼式である. 

主日礼拝で説教の後に執り行う)

開式辞 / 担任牧師

ただ今より本教会諸職(教会職員, 教会学校教師, 聖歌隊員等)の

任命式を執り行います. わたしたちすべてが神の召しを受けたの

は, この世においてキリストの働き人としての使命を果たすためで

あります. そしてこの使命は教会を通して成就するものであります. 

あなたがたは教会の中で, 礼拝, 教育, 宣教の賜物をもって奉仕

する機会が与えられました. 委ねられた責任を果たすためには, 

信仰の内に絶えず研鑽をなし, 成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べ

ての働きに, 勤勉と誠実をもって臨んで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し

ます. また, 教会は愛と忍耐をもって, その働きを支えなければな

りません. キリストが, あなたがた一人ひとりをお助けくださることを

信じます. 

聖書 / 担任牧師

「わたしたちは与えられた恵みによって, それぞれ異なった賜物を

もっていますから, 預言の賜物を受けていれば, 信仰に応じて預

言し, 奉仕の賜物を受けていれば, 奉仕に専念しなさい. また, 教

える人は教えに, 勧める人は勧めに精を出しなさい. 施しをする人

は惜しまず施し, 指導する人は熱心に指導し, 慈善を行う人は快

く行いなさい. 愛には偽り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悪を憎み, 善から

11. 교회직원 및 봉사자 임명식

(교회직원,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을 임명하는 식이다. 주일 

예배 설교 후에 첨가해서 진행한다.)

개식사 / 담임목사

지금부터 본 교회 제직(교회직원,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 임

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맡아 

수고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

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며 성장해

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근면과 성실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

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 / 담임목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

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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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離れず, 兄弟愛をもって互いに愛し, 尊敬をもって互いに相手

を優れた者と思いなさい. 怠らず励み, 霊に燃えて, 主に仕えなさ

い. 希望をもって喜び, 苦難を耐え忍び, たゆまず祈りなさい. 聖

なる者たちの貧しさを自分のものとして彼らを助け, 旅人をもてな

すよう務めなさい. あなたがたを迫害する者のために祝福を祈りな

さい. 祝福を祈るのであって, 呪ってはなりません. 喜ぶ人と共に

喜び, 泣く人と共に泣きなさい. 互いに思いを一つにし, 高ぶらず, 

身分の低い人々と交わりなさい. 自分を賢い者とうぬぼれてはなり

ません. だれに対しても悪に悪を返さず, すべての人の前で善を

行うように心がけなさい. できれば, せめてあなたがたは, すべて

の人と平和に暮らしなさい. 」(ロマ12：6~18)

誓約 / 担任牧師

(牧師は任命される人の名前を呼び, その場に立たせて問答する)

問 :    あなたがたは, 今委ねられようとする働きが, 神から与えられ

たものであると信じ, 感謝の思いをもって受け入れますか. 

答 : はい. (右手を上げて答える)

問 :   あなたがたは, この教会が委ねる働きを受け, 規定に従い, 託

された使命を忠実に果たすことを約束しますか. 

答 : はい. 

(次は牧師が教会員に問う. 教会員は右手を上げ「アーメン. 」と答

える. )

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

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

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

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하라”(롬 12:6~18)

서약 / 담임목사

(목사는 임명될 사람을 호명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문답한다.)

문 :   여러분이 지금 받아 감당하려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으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약속합니까?

답 :   예(오른손을 들어 대답한다.)

문 :   여러분은 이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동안 서로간에 협력하며, 

도우면서 교회안의 일은 물론 교회에 주어진 사회적인 사명

까지 잘 감당하기로 약속합니까?

답 :   예

(다음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묻는다. 교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아멘

으로 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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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   教会員の皆さん, 今ここで誓約されたこの人々は神のみ心に

よって立てられた働き人と信じ, この人々のために祈り, 励ま

し, 支えることを約束しますか. 

答 : アーメン. 

祈祷 / 担任牧師

恵みに満ちたもう神, 主が召して立てられたこの人たちを, 主イエ

ス ‧ キリストの働き人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主よ, この

人々に大いなる信仰と知恵と, さらに健康を与えて, よき奉仕者と

なさしめてください. わたしたち, すべての教会員がその祝福され

た奉仕にあず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担任牧師

あなたがたは今より, ○○教会の○○となったことを宣言します. 

各自に委ねられた働きを誠実に担い, 何をなすにもイエス ‧ キリス

トのみ名によってなし, 父なる神の栄光がたたえられますよう切に

お願いします. アーメン. 

(任命状を授与したり, 一人一人握手し, 激励してもよい)

문 :   교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서약한 이 분들은 하나님께서 뜻하

신 바 있어서 세우신 일꾼으로 믿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합니까?

답 :   아멘

기도 / 담임목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불러 세우신 이 일꾼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들에게 더욱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 하셔서 바른 봉사를 하게 

하시며 우리 온 교우는 그 축복된 봉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담임목사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본 ○○교회의 ○○가 된 것을 선언합니

다. 여러분은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며 무엇을 하

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임명장을 줄 수도 있고, 일일이 악수함으로 격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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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奉献式

１. 教会設立式(伝道所開所)

教会は地方会の承認を受けた後, 教会設立(伝道所開所)を行う. 

設立式は, 地方会長が司式を執り行い, 牧師の委任式や伝道師の

就任式を兼ねて行うこともできる. 

開式辞 / 司式者

神は, ここに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伝道所)を設立(開所) 

しようとしておられます. この教会は聖書に基づいて在日大韓基

督教会の信仰告白を告白し, その憲法と勧懲条例の定めるところ

に従って, 主のからだである聖なる教会の使命を果たそうとするも

のであります. この教会は神を礼拝し, 信仰の養いをなし, 宣教と

奉仕に励み, 神の栄光をあらわすように努めねばなりません.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Ⅴ. 봉헌식

1. 교회설립식(전도소 개소식)

교회(전도소)는 지방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교회를 설립한다. 설

립식은 지방회장이 사식자가 되며 목사의 위임식이나 전도사의 취

임식을 겸하여 거행할 수도 있다.

개식사 / 사회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전도소)를 설립

(개소)하려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입각하여 재일대한기독

교회의 신앙고백을 하며 그 헌법과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

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양육을 하고 선교와 봉사에 힘쓰며 하나님

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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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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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エフェ1:17~23, マタ16:13~20, ロマ12：1‐8等)

賛揚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賛美 / 一同

教会設立(伝道所開所)の経過報告 / 担当者

教会設立(伝道所開所)の宣言 / 地方会長

(全会衆を起立させて宣言する. )

わたしは, 今, 在日大韓基督教会○○地方会の権限により, この

教会(伝道所)が在日大韓基督教会に属する教会として設立(開

所) されたことを宣言します. アーメン. 

教会設立(伝道所開所)の感謝の祈り / 司式者(地方会会長)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父なる神, ここに主の力と栄光とをあらわすた

めに主のからだなる教会(伝道所)を建て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

謝します. この教会を力強くとらえてくださり, 光として世を照らし, 

地の塩として世をきよめる役割を担わせてください. この教会が,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엡 1:17~23, 마 16:13~20, 롬 12:1~8)

찬양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찬송 / 일동

교회설립(전도소개소)의 경과보고 / 담당자

교회설립의 선포 / 사식자

(회중을 기립하게 하여 선포한다.)  

나는 지금 재일대한기독교회 ○○지방회의 권위로 이 교회(전도

소)가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설립(개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교회설립(전도소개소)의 감사기도 / 사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전도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

니다. 이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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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いに尊び, 愛し合い, 互いに仕えて, 主の栄光をたたえるように

し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牧師の委任式·伝道師の就任式 / 地方会会長

(牧師委任式, 伝道師就任式を参照)

諸職の任命式 / 担任牧師

(諸職任命式を参照)

勧めの言葉 / 担当者

(１) 牧師 ‧ 伝道師に対して

(２) 教会員に対して

祝辞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소금으로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 위임식 및 전도사 취임식 / 사식자

(목사 위임식, 전도사 취임식을 참조)

제직 임명식 / 담임목사

(제직 임명식을 참조)

권면 / 담당자

(1) 목사, 전도사에게

(2) 교회원에게

축사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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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教会昇格式

伝道所が教会に昇格する時に, 教会昇格式を行う. 

開式辞 / 司式者

ここに在日大韓基督教会○○伝道所の教会昇格式を執り行おう

としております. この教会は聖書に基づいて在日大韓基督教会の

信仰告白を告白し, その憲法と勧懲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従って, 

主のからだである聖なる教会の使命を果たそ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

す. この教会は神を礼拝し, 信仰を養い, 宣教と奉仕に励み, 神

の栄光をあらわすように努めねばなりません.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2. 교회 승격식

전도소가 교회로 승격될 때에는 교회 승격식을 거행한다.

개식사 / 사회자

여기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전도소를 교회로 승격하려고 합니

다. 이 교회는 성경에 입각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하며 그 헌법과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

의 사명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의 양육을 하며 선교와 봉사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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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エフェ1:17~23, マタ16:13~20, ロマ12：1~8)

賛揚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엡 1:17~23 마 16:13~20 롬 12:1~8)

찬양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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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美 / 一同

教会昇格の経過報告 / 担当者

教会昇格の宣言 / 地方会長

(全会衆を起立させて宣言する. )

わたしは, 今, 在日大韓基督教会○○地方会の権限により, この

伝道所が在日大韓基督教会に属する教会に昇格したことを宣言

します. アーメン. 

勧めの言葉 / 担当者

祝辞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설교 / 담당자

찬송 / 일동

교회 승격의 경과보고 / 담당자

교회 승격의 선포 / 사식자

(회중을 기립하게 하여 선포한다.)

나는 지금 재일대한기독교회 ○○지방회의 권위로 ○○전도소가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한 교회로서 승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권면 / 담당자

축사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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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礼拝堂起工式

１) 準備

(１)    教会の儀式であるが, 工事を始めることになるので, 主日でない

日を選ぶのが望ましい. 

(２)    新しく建築する敷地でもつのがよい. 

(３)    「鍬入れ」をするのに固い地面であれば, 砂を盛り上げ, 周りに

柱を立て, テープで綱を張っておく. 

(４)    机の上にテープを切るはさみを用意し, 取っ手に○○教会礼拝

堂起工式 「○○○○年○○月○○日」と記入したリボンを結ん

でおく. このはさみは, 使った人がもって行くのがよい. 

(５)    新しいシャベルを購入し, その取っ手に○○教会礼拝堂起工

式年月日を書き込んでおく. このシャベルも使った人がもって行

ってもよいが, 記念として教会に保管しておいてもよい. 

(６)    白い手袋を人数に合わせて準備してもよい. 

3. 예배당 기공식

1) 준비

⑴    교회의 예식으로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주일 아닌 날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예배당을 건축할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⑶    ‘삽뜨기’를 위하여 굳은 땅이면 모래를 쌓아 네 기둥을 세우고 

테이프로 줄을 쳐 놓는다.

⑷    책상 위에 테이프를 자를 가위를 준비하되 손잡이에는 “○○교

회 예배당 기공 ○○○○년 ○○월 ○○일”을 기입한 리본을 

매어 놓는다. 이 가위는 사용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⑸    새로 삽을 사서 손잡이에 “○○교회 예배당 기공 ○○○○년 

○○월 ○○일”을 써 둔다. 이 삽도 사용한 사람이 가지고 가도 

좋고, 기념으로 교회에 보관해 두는 것도 좋다. 

⑹ 흰 장갑을 숫자에 맞추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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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起工式 式順

開式辞 / 担当教役者

賛美 / 一同

祈り / 担当者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2) 기공식 순서

개식사 / 담임교역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하여 우리를 개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제 주

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

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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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賛揚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報告 / 建築委員長

(教会沿革, 教勢の統計と現況, 建築経過, 設計説明等)

紹介 / 建築委員長

(設計者, 施工者, 監督, 建築委員等)

勧めの言葉 / 担当者

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보고 / 건축 위원장

(교회연혁, 교세 통계현황, 건축경과, 설계설명 등)

소개 / 건축 위원장

(설계자, 시공자, 감독, 건축 담당자 등)

격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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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辞 / 担当者

挨拶 / 教会代表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テープカット, 鍬入れ / 担当者

閉会 / 一同

축사 / 담당자

인사 / 교회대표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테이프 자르기, 삽뜨기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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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礼拝堂定礎式

(これは礼拝堂の礎石をおく儀式である)

１) 準備

(1) 教会の儀式であるが, 主日でない日を選ぶのが望ましい. 

(2)   礎石をおく所を中心にして講壇をすえ, その周りに聴衆が円く

座るように席を整える. 

(3)   礎石の箱の中に入れる, 次のような物を用意する. 聖書, 賛美

歌, 憲法, 諸職名簿と教会略史, 建築委員名簿及び建築会議

録, 教会関係の各種書類, 教籍簿等. 

(4)   礎石は, あらかじめ石に刻んでおいても, 金属の鋳型にして作

ってもかまわない. 前面に完全にしつらえておき, 礎石の上に白

い幕を掛けておき, 除幕する式をもって進行してもよい. 

4. 예배당 정초식

이것은 예배당 머릿돌을 놓는 예식이다.

1) 준비

⑴ 교회의 예식이지만 주일 아닌 날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머릿돌 놓을 곳을 중심하여 강단을 정하고 적당히 청중으로 하

여금 둘러 앉게 자리를 정리한다.

⑶   머릿돌 함 안에 넣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성경, 찬송, 

헌법, 제직 명단과 교회약사, 건축위원 명단 및 건축회의록, 교

회관계 각종 서류, 교적부 등.

⑷   머릿돌은 미리 돌에 새기든가 혹은 쇠로 부어 만들어도 무방하

다. 전면에 완벽하게 준비하여 놓고 머릿돌 위에 흰막을 씌워 두

었다가 제막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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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定礎式 式順

開式辞 / 担当者

愛する皆さん, わたしたちは今, ここに, この礼拝堂の礎石をすえ

ようとし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はこの礼拝堂が竣工し, 神の家として

奉献される日が速やかに来ることを切なる思いをもって祈り願うも

のであります. (参照 詩127：1~2)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報告 / 教会代表

(教会沿革, 教勢の統計と現況, 建築経過等)

建築工事に関する紹介 / 担任教役者

(設計者, 施工者, 監督, 建築担当者等)

祝辞 / 担当者

2) 정초식 순서

개식사 / 담임교역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예배당의 머리돌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완전히 지어져 하나님의 집

으로 봉헌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입니

다.(참조 시 127:1~2)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찬양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교회연혁 및 교세, 건축경과보고 / 교회대표

건축공사에 관한 소개 / 담임교역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 건축담당자 등)

축사 / 담당자



226 227

挨拶 / 教会代表

定礎 / 担当者

(箱の中に納める物の目録について説明する)

定礎宣言 / 担当者

神の国のしもべとしての召しを受けたわたしは, 在日大韓基督教

会 ○○教会礼拝堂の礎石をここにすえるに当たり, 神の愛とキリ

ストの贖いの恵みと聖霊の感動のみわざが, この礼拝堂を通して

とこしえに続くことを確信します. ここを礎(いしずえ)にし, 神の国が

広げられることに全信徒と共に献身することを誓約し, 父と子と聖

霊のみ名によって, 定礎を宣言します. アーメン. 

定礎の儀 / 担任教役者あるいは建築委員長

(箱を移し, 準備された礎石の後ろに入れる)

除幕 / 担任教役者と建築委員長

祈祷 / 担当者

頌栄 / 一同

祝祷 / 担当者

閉会 / 一同

인사 / 교회대표

머릿돌 놓기 / 담당자

(함 속에 있는 물품을 설명한다.)

정초선언 / 담임교역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 이름으로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 예배당 머릿돌을 놓으

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가 이 전을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터 위

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 성도와 함께 헌신할 것을 서

약하며 이에 정초를 선언하노라. 아멘.

입함 / 담임교역자 또는 건축위원장

(함을 옮겨 준비된 머릿돌 후면에 넣는다.) 

제막 / 담임교역자와 건축위원장

기도 / 담당자

송영 / 일동

축도 / 담당자

폐회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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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礼拝堂竣工式

１) 竣工式の意味

建築が完成すると, 検査を経て竣工式を行う. 竣工式は困難な状

況の中においても主の恵みの中で無事に竣工できたことを神に感

謝するとともに, 建築に関わった人々の労をねぎらい, 建物の完成

を知らせる式である. 

２)竣工式 式順

開式辞 / 担当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恵みのうちに礼拝堂の完成を導かれた神よ, 竣工の喜びをお与

えくださり感謝します. わたしたちの父なる神よ, この礼拝堂が神

の栄光をあらわすために用いられますように. 主の目に貴いわざ

をなすための家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 愛の神よ, わたしたちと共に

いて, わたしたちの思いを照らし, わたしたちの心を広くしてくださ

い. この家の主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覚え, いつもあなたと共に歩

む者にさせ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5. 예배당 준공식

1) 준공식의 의미 

건축물을 완공하면 당국의 검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한다. 준공식

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사히 완공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

에 건축에 관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물의 완공을 알리

는 의식이다.

2) 준공식 식순

개회사 / 담임교역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은혜가운데 예배당의 완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준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고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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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書 / 担当者

(参照 列王上8：22~30, 詩127:1~2, イザ56：7等)

賛揚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経過報告 / 建築委員長

感謝牌贈呈 / 担任教役者

(設計者, 施工者, 監督等建築の功労者に)

祝辞 / 担当者

挨拶及び広告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성경 / 담당자

(참조 왕상 8:22~30, 시 127:1~2, 사 56:7)

찬양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경과보고 / 건축위원장

감사패 증정 / 담임교역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 등 건축의 공로자들에게)

축사 / 담당자

인사 및 광고 / 교회대표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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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礼拝堂入堂式

１)入堂式の意味

この式は, 礼拝堂を新築したり, 新たに設けた時, 最初の礼拝をさ

さげるに先立ち, 神に聖別していただき, 感謝する目的で行う. 工

事が完全に終わった状況で行うのがよいが, 諸事情によりやむを得

ない場合は, まず入堂してから礼拝をささげてもよい. 

２)入堂式 式順

(この式順は, 礼拝堂のみならず, 教育館, 牧師館等を建築したり, 

新たに設けて入堂する時にも用いる)

   司式 ： 担当者

黙祷 / 一同

(参照 詩135:1~3等)

賛美 / 一同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6. 예배당 입당식

1) 입당식의 의미

이 의식은 예배당을 신축하였거나 새로 마련하였을 때, 첫 예배를 

드리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성별하여 감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

사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

할 경우에는 우선 입당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2) 입당식 순서

(이 순서는 예배당만 아니라 교육관, 목사관 등을 건축했거나 새

로 마련하고 입당할 때도 사용한다.)

사식자 :  담임교역자

묵도 / 일동

(참조 시 135:1~3)

찬송 / 일동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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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祈祷 / 担当者

全能なる神よ, 主の御目(おんめ)をもって夜も昼もこの家を見守り, 

主の子たちがここで訴え祈る時, 主がお応えくださり, お赦しくだ

さり, 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この所に集う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 담당자

전능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주님께서 이 집을 살펴주시고 주의 자

녀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사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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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べての人が心の平安を得, 福音の証人となり, 世の人々を主と

の和解に至らせる業に力を尽くすよう奉仕させてください.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礼拝堂の場合は列上8:22~30, マタ28:19~20, Ⅰコリ3:9~23, ヘブ

10:19~25, 教育館の場合はⅡテモ2：1‐2, マコ10:13‐16, 牧師館の

場合はⅡコリ2:14~15等を参照)

賛揚 / 聖歌隊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広告 / 担当者

(感謝の挨拶, 経過報告, 感謝牌贈呈等の順序をもつことができ

る)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 봉사하게 하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예배당 = 왕상 8:22~30, 마 28:19~20, 고전 3:9~23, 히 

10:19~25  교육관 = 딤후 2:1~2, 막 10:13~16, 목사관 = 고후 

2:14~15 등)

찬양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광고 / 담당자

(감사의 인사,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를 가질 수 있다.)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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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礼拝堂献堂式

１) 準備

礼拝堂の建築工事が完了した後, 建築の竣工許可を受け, なる

べく建築の債務が清算された後に献堂式を行うのが望ましい. 日

時は主日の午後や, 他教会の来賓が多数集まれる時間帯を選ぶ

のがよい. 教会の歴代教役者, 地方会関係者, 設計者, 施工者及

びその他の関係者等を招待する. 

２) 献堂式 式順

(入堂行進)

会衆が着席した後, 奏楽とともに, 式順担当者, 建築委員長, 堂

会員, 聖歌隊等の順に, 中央の通路を通って各自決まった場所に

着席する. 

開式辞 / 司式者

黙祷 / 一同

(参照 ハバ2:20等)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7. 예배당 헌당식

1) 준비

예배당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준공 허락을 받고 가급적 채무

까지 청산된 다음에 헌당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시일은 주일 오

후나 타 교회 손님까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 좋

다. 초청은 교회의 역대 교역자, 지방회 관계자, 설계자, 시공자 및 

관련 인사 등으로 한다.

2) 헌당식 순서

(입당행진)

청중이 정돈된 후에 주악에 맞추어 순서 담당자, 건축위원장, 당

회원, 성가대 순으로 중앙 통로를 통하여 들어가 각기 정해진 위치

에 앉도록 한다.

개식사 / 담당자

묵도 / 일동

(참조 합 2:20)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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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사식자는 교우들을 일어서게 한다.)

사식자 :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고백을 함께합시다.

교회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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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参照 列上8:12~30, 歴下6:1~2, 18~21, 40~42, 7:1~4, Ⅰコリ

3:9~17, エフェ2:13~22, ヘブ10:19~25等)

賛揚 / 聖歌隊

説教 / 担当者

報告 / 担当者

(教会略史, 教勢現況, 建築の経過報告等)

鍵奉献 / 建築委員長が担任教役者に

献鍵辞 ：   神の大いなるみこころによって, この建物を奉献し, この

鍵を神のしもべに委ねますので, 神の栄光と羊の群れ

のために用い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受鍵辞 ：   わたしは神のみこころによって, この鍵を受けましたの

で, ただ神の栄光と羊の群れのために, この礼拝堂の

扉を開き, 閉ざす業に用います. この礼拝堂の扉が開

かれる時, 神が栄光を受けられ, ここに入ってくる羊たち

にすべての霊的祝福を賜り, この扉が閉められる時, わ

たしたちを永遠の救いへと導いてください.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참조 왕상 8:12~30, 대하 6:1~2,13~21,40~42, 대하 7:1~4, 

고전 3:9~17, 엡 2:13~22, 히 10:19~25 등)

찬양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보고 / 담당자

(교회약사, 교세현황, 건축경과보고 등)

열쇠봉헌 / 건축위원장이 담임교역자에게

헌건사 :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건물을 봉헌하며, 이 열쇠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

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건사 :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열쇠를 받았으니 오직 하나

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하여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

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들어가는 무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이 문을 닫을 때에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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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献交読 / 担任教役者と会衆

(会衆は立って交読する. 奉献交読文を式順に印刷して交読でき

るように準備する)

担任教役者 ：   父なる神よ, この礼拝堂の建築をゆるし, 祝福し, 

完成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 

会衆 ：   わたしたちは, この礼拝堂を聖なる神の神殿として献げます. 

担任教役者 ：   神の独り子なる主よ, わたしたちを救うため, この地

に来られ, この礼拝堂を聖霊の宿る神殿としてくだ

さり, いつも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します. 

会衆 ：   わたしたちは, この礼拝堂を聖霊の宿る神の神殿として献

げます. 

担任教役者 ：   聖霊なる神よ, わたしたちの内におられ, わたした

ちを教え, きよめて, 慰めてくださり, 神の国の成就

を目指すためにこの礼拝堂を完成させてください

ましたことを感謝します. 

会衆 ：   この礼拝堂からわたしたちを世に遣わして, 地の果てまで

福音の証人となり, さらに多くの魂を救いへと導く働きに励

ませてください. 

一同 ：   永遠であられ, 真実であられる聖なる三位一体の神よ, わ

たしたちの奉献を受けてくださり, その驚くべきご計画とみ

旨をな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アーメン. 

봉헌교독 / 담임교역자와 회중

(봉헌사는 일동 일어나서 교독한다.)

담임교역자 :   성부이신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완성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

다.

회중 :   우리는 이 예배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드립니다.

담임교역자 :   성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전을 이룩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

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회중 :   우리는 이 예배당과 함께 우리 심령의 전을 드립니다.

담임교역자 :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성

결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

하여 이 예배당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회중 :   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사 땅끝까지 복음의 증

인이 되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   영원하시고 진실하시며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옵

소서. 아멘.



246 247

奉献祈祷 / 担任教役者

全知全能の主なる神よ, わたしたちが主のみ名によってなした小

さな業を, 父なる神が喜びをもって受け入れ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 

感謝します. わたしたちは, この礼拝堂が全能なる神の栄光をあ

らわすため, 主にささげられたことを喜び, 主のみ名をほめ称えま

す. 神のみことばが伝えられ, 聖礼典が正しく執り行われ, 罪人を

悔い改めに導き, 信仰者たちを教え, この世を主イエス ‧ キリスト

のみ名によって救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この礼拝堂を奉献するこ

の時を主が祝福してくださり, 主の新たな宣教のみ業が広げられ

ますように.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奉献宣言 / 担任教役者

在日大韓基督教会○○教会の礼拝堂が神に奉献されたことを, 

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祝辞 / 担当者

賛美 / 一同

挨拶 / 担当者

頌栄 / 一同

祝祷 / 担当者

봉헌기도 / 담임교역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룬 작은 일을 아버

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

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며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성

도들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예배당을 봉헌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넓혀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봉헌선포 / 담임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회 온 교우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

전히 봉헌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사 / 담당자

찬송 / 일동

인사 / 담당자

송영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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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教会機関·福祉施設·記念館等奉献式

(教会機関と宗教法人の福祉施設は礼拝堂奉献式に準ずる)

(これは教会機関, 記念館や福祉施設の奉献式として行うことがで

きる. 礼拝の式順の中に入れることもできる. 礼拝と別に行う時に

は適切な聖書と説教, 賛揚, 祈りを準備する. 礼拝式順に入れる

時には, 説教と献金 ‧ 奉献祈祷の次に入れるのがよい. 参照 エ

レ29：4~7, Ⅰペト2：11~12等)

司式： 担当者

奉献 / 奉献者と司式者

(教会機関, 記念館や福祉施設の奉献者は司式者の前に出る. )

奉献者が司式者に ：   わたしたちはこの建物が全能の神の栄光の

ために奉献され, ○○(福祉または教育, そ

の他)のため, ○○○(教会, 理事会等)にお

いて用いられるよう献げます. 

司式者が会衆に：   (司式者は委任状または奉献された建物の鍵

を受けて)わたしたちは, この建物を霊的に委

託されたものとして受けとめ, この記念すべき

建物に込められた精神を尊重し, 謹んでこれを

受け活用いたします. 

  

8. 교회기관·복지시설·기념관 봉헌식

(교회기관과 종교법인의 복지시설은 예배당 봉헌식에 준한다)

(이는 교회기관, 기념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봉헌식으로 예배순서 

중에 진행할 수도 있다. 별도로 행할 때는 적당한 성경구절과 설

교, 찬양, 기도를 준비한다. 예배순서 중에 진행할 때는 설교와 헌

금과 봉헌기도 순서 다음에 넣어 사용한다. 참조 렘29:4-7, 벧전

2:11-12 등)

사식 :  담당자

봉헌 / 기증자와 사식자

(교회기관 기념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봉헌자는 위임받을 사식자 

앞으로 나온다.)

봉헌자가 사식자에게 :   우리는 이 건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봉헌되어, ○○(복지 또는 교육, 

그 외)를 위해 ○○○(교회, 이사회 등)에

서 쓰여지도록 드립니다.

사식자가 회중에게 :   (사식자는 위임장 또는 봉헌된 건물의 열쇠

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건물을 신령한 위탁

물로 받습니다. 이 기념할만한 건물속에 담

겨있는 정신을 존중하며 귀하게 받아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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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言 / 司式者

この建物が神の栄光のため, 主に奉献されたことを父と子と聖霊

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祝辞 / 担当者

広告 / 担当者

(感謝牌贈呈, 経過報告等をここで行うこともできる. )

賛美 / 一同

挨拶 / 担当者

頌栄 / 一同

祝祷 / 担当者

선포 / 사식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봉헌된 것을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축사 / 담당자

광고 / 담당자

(감사패증정, 경과보고 등을 여기서 할 수 있다.)

찬양  / 일동

인사  / 일동

송영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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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婚礼式

キリスト教の結婚とは, 「人が独りでいるのは良くない」(創2：18)と考

えられる神に導かれて, 男女が互いに愛し合う夫婦となり, 家庭を

築くことを言う. したがって, 牧会者は結婚へと結び合わされる二人

が, 結婚の成立に秘められた神のご計画の奥義を学び, 自分たち

の互いに対する愛が神の愛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ことを知るよう

に, 二人に対して牧会的な配慮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1. 婚約式

(婚約式は, 神のご計画のうちに結婚へと導かれようとする二人が, 

結婚に先立ち, 牧師の牧会的助言と両家の承認のもとに結婚を前

提に交際しながら, 結婚の準備を進めていくことを, 証人たちの前

で約束する儀式である. 婚約式後, 牧師は何度かにわたり, 結婚に

導かれる二人に対し, 結婚についての牧会的カウンセリングを行う

ことが望ましい. )

開式辞 / 司式者

Ⅵ. 혼례예식

기독교인의 결혼이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

는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두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안에 있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

도록 목회적인 배려와 함께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1. 약혼식

약혼식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결혼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결혼 전

에 목회자의 신앙적 조언과 양가의 승인하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양가와 동석한 형제자매를 증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

리는 의식이다. 약혼식 후에도 목사는 두 사람에게 결혼에 관한 신

앙적 카운셀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식사 / 사식자 



254 255

ただ今より, ○○○と○○○の婚約式を執り行います. 

黙祷 / 一同

祈願 / 司式者

天地万物とこの地上のすべての命を, 深い慈しみをもって創造さ

れた父なる神よ, 本日この席に互いに愛し合うふたりが神の摂理

とみ旨に導かれ, ここに集う兄弟姉妹一同と共に婚約の礼拝を捧

げようとしています. 主よ, この礼拝を祝福し, あなたのみ前にひれ

伏すすべての者にあなたの恩寵を豊かに注ぎ溢れさせください. 

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愛と恵みに満ちたもう主よ. 本日○○○と○○○が神の摂理のう

ちに婚約に導かれました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神の貴い

み旨に従い, ただ今このふたりが将来結婚に導かれ新しい家庭

を築くために, 両家をはじめここに集うすべての兄弟姉妹と共に主

のみ前に礼拝を捧げております. この礼拝を通して神の祝福を豊

かに満ち溢れさせてください. 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

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司式者

(参照 創2：18~25, ヨハ15:1−7, Ⅰコリ13 章, Iペト1：22~23等)

지금부터 ○○○ 군과 ○○○ 양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기원 / 사식자

천지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

리에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기

에 모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약혼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군과 ○○○양이 하

나님의 섭리안에서 약혼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

하신 뜻안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장래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양가를 비롯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식자

(참조 창 2:18~25, 요 15:1~7, 고전 13, 벧전 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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説教 / 司式者

誓約 / 司式者

ただ今から, 神と, ここに集う証人の前で誓約をいたしますので, 

真実な心でお答えください. 

(両家の方々に : 事情によって省くこともできる)

問 ：   本日, 結婚の約束をするこのふたりの婚約が, 人間の幸い

と災いのすべてをつかさどられる神のみ旨であることを信じ, 

喜びをもって承諾なさいますか. 

答 ： はい. 

(婚約するふたりに)

問 ：   ○○○と○○○, ふたりがこの婚約式の後, 主の導きに従い

結婚することを約束し, 結婚のその日まで互いに誠実な心と

慎みある行動をもって婚約者として交際することを, 誓います

か. 

答 ： はい. 

礼物交換 / 婚約者

(男性から女性に, そして女性から男性に伝達する. 婚約指輪や

その他の記念品が交換される)

祈祷 / 司式者

万物を創造され導かれる神よ. 今, ○○○と○○○が神の摂理の

설교 / 사식자

서약 / 사식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여기 모인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

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사람들에게 :   사정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다.)

문 :   오늘 결혼을 약속하는 이 두 사람의 약혼이 인간의 생사화복

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승락합니까?

답 :   예

(약혼하는 두 사람에게)

문 :   ○○○ 와 ○○○ , 두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여 결혼하는 그 날까지 서로 성실한 마음과 절도

있는 행동으로 약혼자로서 교제할 것을 서약합니까?

답 :   예

예물교환 /  약혼자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달한다. 약혼반지나 

그 외 기념품이 교환된다.) 

기도 / 사식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 와 ○○○가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약혼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사람

이 결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장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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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に婚約できまし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このふたりが結婚に至

るまでお互いに神のみ旨にしたがって愛し合い, 尊敬し合い, 助

け合う心を豊かに増し加えてください. 将来うるわしい家庭を築き

上げるために, 聖霊の豊かな導き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宣言 / 司式者

○○○と○○○, あなたがたはこの時から結婚式に至る時まで交

際し, 結婚の準備に臨むために婚約したことを, 父と子と聖霊のみ

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アーメン. 

賛美 / 一同

祝祷 / 司式者

挨拶 / 家族代表

(婚約者がまず, 両家の家族, 来賓の方々に並んで挨拶をして, 

家族代表が一同にお礼の言葉を述べ, そのあとの愛餐の会食な

どのプログラムについて案内する)

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 / 사식자

○○○ 와 ○○○, 두 사람은 이 시간부터 약혼자로서 결혼식에 

이를 때까지 교제하며, 결혼 준비에 임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

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찬송 / 일동

축도 / 사식자

인사 / 가족대표

(먼저, 약혼자가 양가의 가족, 내빈들을 향해 함께 인사를 하고 가

족 대표가 사식자와 참가자에게 인사말을 전한다. 그 후, 식사 등

의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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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結婚式

(結婚式の礼拝は, 結婚する二人が神の愛のご計画のうちに結ば

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の喜びを分かち合い, 神に感謝し, おごそかな

心をもって結婚の誓約を行い, またその祝福の喜びを, 結婚式の

礼拝に参加する両家をはじめすべての兄弟姉妹が分かち合う儀式

である)

司式者登壇

(定刻となれば, 会場の雰囲気を整え, 司式者が登壇する)

開会宣言 / 司式者

ただ今より, 新郎○○○と新婦○○○の結婚式を挙行いたしま

す. まず新郎が入場します. 

新郎入場 / 新郎

(新郎は司式者の立つ講壇の手前の正面に向かって右に立つ)

新婦入場 / 新婦

新婦が入場します. 一同, ご起立ください. 

(入場行進曲に合わせて, 新婦は, 進行方向に向かい右側に並

ぶ父親ないしその近親者の少しもち上げられた左手の上に自分

の右手をのせて導かれ, 足並みをそろえながら前進する. その間, 

新郎は左回りで入場口のほうに向きを変え, 新婦の到着を待つ. 

自分の数歩手前のところまで新婦が伴われ, たどり着いたら, 新

2. 결혼식

(결혼식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사랑으로 맺

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결혼을 서약하며, 양가

를 비롯하여 모인 모든 형제자매가 축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다.) 

사식자 등단 

(시간이 되면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게 하고 사식자가 등단한다.)

개회선언 / 사식자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

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

신랑입장 / 신랑

(신랑은 사식자가 선 강단의 정면을 항하여 오른쪽에 선다.)

신부입장 / 신부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축하객 여러분들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행진곡에 맞춰서 신부는 진행 방향쪽 오른쪽에 선 부친 또는 

친지와 함께 발을 맞춰 입장한다. 그동안 신랑은 방향을 돌려 신

부의 도착을 기다린다. 신부를 맞이하여 두 사람은 미리 지정해둔 

강단 앞의 위치에 멈춰선다. 신부가 혼자서 입장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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郎は数歩進み出て, 新婦を導いた人に代わって新婦の右手を自

分の左手で受け支えながらふたりで入場行進曲に合わせ講壇の

方へ進む. ふたりはあらかじめ指定されていた講壇手前の位置に

立ち静止する. なお, 新婦が一人で入場してもよい)

開式辞 / 司式者

結婚は, エデンの園において神がアダムとエバを結び合わされた

ことにさかのぼり, またイエスもカナでの婚礼の席を訪ね, 水がめ

の水をブドウ酒に変えるしるしを行われながら祝福されました. た

だ今, わたしたちは, 主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厳粛な心で, 

また喜びに満たされながらこの結婚の礼拝にあずかりましょう. 

賛美 / 一同

一同ご起立したまま, 賛美歌○○○番を歌いましょう. 

祈祷 / 司式者

ご着席ください. 目を閉じ, こうべをたれ, 手を合わせて主にお祈り

いたしましょう. 天地創造の主よ, このふたりが, 結婚へと導かれた

ことを感謝します. どうか今, み言葉によって, 結婚に秘められたあ

なたの深いみ旨と豊かな恵みをお示しください. そして, ふたりが

これからの生活の中で, あなたの永遠の愛に倣い, 互いに愛し合

いながらよい家庭を築き, 神の栄光をあらわ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

に.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司式者

개식사 / 사식자

결혼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 주신 것이 

그 시작이며, 또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

꾸는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 결혼예식에 참

여합시다.

찬송 / 일동

일동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 사식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두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

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두 사

람이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

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

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식자

(참조 창 2:18~25, 막 10:6~9, 골 3:12~17 등)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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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照 創2：18‐25, マコ10：6~9, コロ3：12‐17) 

「主なる神は言われた. 『人が独りでいるのは良くない. 彼に合う

助ける者を造ろう. 』主なる神は, 野のあらゆる獣, 空のあらゆる鳥

を土で形づくり, 人のところへ持って来て, 人がそれぞれをどう呼

ぶか見ておられた. 人が呼ぶと, それはすべて, 生き物の名となっ

た. 人はあらゆる家畜, 空の鳥, 野のあらゆる獣に名を付けたが, 

自分に合う助ける者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主なる神はそ

こで, 人を深い眠りに落とされた. 人が眠り込むと, あばら骨の一

部を抜き取り, その跡を肉でふさがれた. そして, 人から抜き取っ

たあばら骨で女を造り上げられた. 主なる神が彼女を人のところへ

連れて来られると, 人は言った. 『ついに, これこそ／わたしの骨の

骨／わたしの肉の肉. これをこそ, 女(イシャー)と呼ぼう／まさに, 

男(イシュ)から取られたものだから. 』こういうわけで, 男は父母を離

れて女と結ばれ, 二人は一体となる. 人と妻は二人とも裸であった

が, 恥ずかしがりはしなかった. 」(創2：18~25)

「しかし, 天地創造の初めから, 神は人を男と女とにお造りになった. 

7 それゆえ, 人は父母を離れてその妻と結ばれ, 二人は一体となる. 

だから二人はもはや別々ではなく, 一体である. 従って, 神が結び

合わせてくださったものを, 人は離してはならない. 」(マコ10：6~9)

「あなたがたは神に選ばれ, 聖なる者とされ, 愛されているのです

から, 憐れみの心, 慈愛, 謙遜, 柔和, 寛容を身に着けなさい. 互

いに忍び合い, 責めるべきことがあっても, 赦し合いなさい. 主が

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

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

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

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여호와 하

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

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

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

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18~25)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

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

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막 10:6~9)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

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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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なたがたを赦してくださったように, あなたがたも同じようにしなさ

い. これらすべてに加えて, 愛を身に着けなさい. 愛は, すべてを

完成させるきずなです. また, キリストの平和があなたがたの心を

支配するようにしなさい. この平和にあずからせるために, あなた

がたは招かれて一つの体とされたのです. いつも感謝していなさ

い. キリストの言葉があなたがたの内に豊かに宿るようにしなさい. 

知恵を尽くして互いに教え, 諭し合い, 詩編と賛歌と霊的な歌によ

り, 感謝して心から神をほめたたえなさい. そして, 何を話すにせ

よ, 行うにせよ, すべてを主イエスの名によって行い, イエスによっ

て, 父である神に感謝しなさい. 」(コロ3：12~17)

説教 / 司式者

結婚の誓約 / 司式者

(新郎に)

問 ：   新郎○○○, あなたは新婦○○○を, 神が結び合わせた妻

として愛し, 健やかな時も, 病める時も, 富める時も, 貧しい時

も, 互いに慰め, 励まし, いたわり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を約束

しますか. 

答 ： はい. 

(新婦に)

問 ：   新婦○○○, あなたは新郎○○○を, 神が結び合わせた夫

として愛し, 健やかな時も, 病める時も, 富める時も, 貧しい時

も, 互いに慰め, 励まし, いたわり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を約束

しますか. 

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

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

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2~17) 

설교 / 사식자

결혼서약 / 사식자

(신랑에게)

사식자 :   신랑 ○○○군, 그대는 신부 ○○○양을 하나님이 맺어 

주신 아내로서 사랑하며,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부

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싸 

주면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신 랑 :   예

(신부에게)

사식자 :   신부 ○○○양, 그대는 신랑 ○○○군을 하나님이 맺어 

주신 남편으로서 사랑하며,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

싸 주면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까?

대 답 :   예

결혼증서 서명 / 신랑신부

(사식자의 인도하에 두 사람은 준비된 결혼증서에 신랑부터 한 사

람씩 서명하고 그 후, 사식자가 서명한다. 다만, 서명을 생략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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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 はい. 

結婚証書署名 / 新郎 · 新婦

(司式者に案内され, ふたりは準備された結婚証書に一人ずつ, 

新郎から署名し, その後, 司式者が署名する. ただし, 省略するこ

ともできる. )

指輪交換 / 新郎 ‧ 新婦

(新婦はブーケの花を付き添え人か教会員席の最前列に座る家

族に託して, 左手の手袋をはずし, 指輪交換に備える. 左手の講

壇の上に準備されていた二つの指輪のうち, 司式者 が新婦用の

指輪を取り出して新郎に渡す. それを新郎は新婦の左手薬指に

はめる. 続いて司式者は新郎用の指輪を取り出し, 新婦に渡す. 

それを新婦は新郎の左手薬指にはめる. ふたりが指輪の交換を

終えたら, 新郎は新婦のウエディングベールをあげる. )

成婚祝福祈祷 / 司式者

(自分の白のストールの片方をすくい上げる司式者の左手の上に, 

新郎新婦のそれぞれの指輪をはめた左手をのせ, そのふたりの

手を白のストールのすそで包み巻くようにし, その上に司式者の右

手をのせて祈る. 祈りが終わったら新婦は付添い人らの助けを得

て手袋をはめなおし, ブーケを受け取る. 場合によっては, ストー

ルの代わりに聖書を用いてその上に手をおいて祈ってもよい. )

愛の満ち溢れる神よ, 神の摂理と恵みのうちにこのふたりを結婚

に導き, 夫婦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このふたりが今日

반지교환 / 신랑신부

(신부는 부케꽃을 도우미나 가족에게 맡기고, 왼손의 장갑을 벗어 

반지교환할 준비를 한다. 사식자는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신부용의 

반지를 들어 신랑에게 전달한다. 신랑은 그 반지를 신부의 왼손 

약지에 끼운다. 이어서 사식자는 신랑용의 반지를 신부에게 전달

하고 신부는 그 반지를 신랑의 왼손 약지에 끼운다. 두 사람이 반

지교환을 끝낸 후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올려준다.)

성혼축복기도 / 사식자

(사식자는 신랑신부에게 성경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 두 사

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서

로 섬기며 복을 받아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옵

소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결혼선포 / 사식자

이제 나는 신랑 ○○○군과 신부 ○○○양이 주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 19:6) 아멘.

축가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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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のみ前で結んだ誓約を誠実に守り, 互いに愛し, 仕え合い, 祝

福され平和の溢れる家庭を築かせ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

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成婚宣言 / 司式者

ただ今わたしは, 新郎○○○と新婦○○○が主のみ前で夫婦とな

ったことを, 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宣言します. 「神が結び合わ

せてくださったものを, 人は離してはならない.」(マタ19:6) アーメン. 

祝歌 / 担当者

(なくてもよい)

頌栄 / 一同

一同起立して, 頌栄○○番を歌いましょう. 

祝祷 / 司式者

新郎 ‧ 新婦退場 ：   新郎 ‧ 新婦が退場いたします. ご参席の皆様

は, ご起立くださり, 拍手をもって新郎 ‧ 新婦の

未来を祝福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講壇に向かって右側に立っていた新郎は, 左の方から後に向きを変

え, 右斜め前に自分の位置を移し, 新婦が自分の左側に進み出られ

るようにする. 新郎の左腕に新婦は自分の右手を添えて退場の態勢

を整え, 退場行進曲に合わせ, 新郎･新婦はゆっくりと退場する.)

家族代表の挨拶と案内 / 担当者

송영 / 일동

일동 기립하신 후, 송영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축도 / 사식자

신랑신부 퇴장 :   신랑신부가 퇴장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은 기립

하여 박수로 신랑신부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신부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신부는 신랑의 왼쪽 팔

에 자신의 오른쪽 손을 올려 퇴장할 준비를 한 후, 결혼 행진곡에 

맞추어 천천히 퇴장한다.)

가족대표의 인사와 안내 / 가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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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葬礼

(司式者は, 愛する家族を失い, 計り知れない悲しみにある家族に

寄り添い, 神のみ言葉に従い, 人間の生と死の意味を説き明かし, 

遺族を十字架の死と復活による永遠の命の希望へと導く礼拝と牧

会的配慮をする. 司式者は, 葬儀全般を遺族に説明し, また, 病院

や葬儀社との十分な協議を踏まえ, 葬礼の前夜式と告別式の礼拝

を, 教会堂と葬儀場のどちらで行うかを喪主や遺族と相談して決め

る. また葬儀社に対しては, 遺族の経済事情などを考慮し, キリスト

教の様式に従って進行するよう指示する. また, 故人が教会信徒で

ある場合, 教会信徒への周知のための連絡を徹底することが必要

である. なお, 葬儀会場での賛美歌伴奏 ‧ 弔歌 ‧ 会場案内 ‧ 駐車

場案内 ‧ 受付 ‧ 弔電披露等については, あらかじめ教会として配

慮の行き届いた協力体制を, 教会の役員とともに整えておくことが

望ましい. )

Ⅶ. 장례예식

(사식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

미를 분명히 하고, 유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영원한 생

명에의 희망으로 인도하는 예배와 목회적 배려를 담당한다. 사식자

는 장례 전반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또 병원이나 장의사와 협의하

여 장례의 전야식과 고별식을 어디서 행할지를 상주나 유족들과 상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장의사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며 기독교식에 따라 진행하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고인이 성

도인 경우,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로하며 반주자, 조가, 

장례식장 안내, 주차장 안내, 접수, 조전피로 등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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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臨終式

(臨終前) 

家族から, 危篤の知らせを受けた時は, いつであれ, 直ちに病床

にかけつけ, 聖書朗読, 賛美, 祈りを, 状況に応じて行うことが望ま

しい. 危篤状態にある人が, 意識のない状態にある時でも, 教役者

は聖書朗読をし, 祈ることが望ましい. 

(臨終後) 

担当医師の死亡宣告後, 深い悲しみにくれる家族のために, 祈り

と慰めの言葉を伝える. そして, これから始まる葬礼について遺族

に説明をし, 葬儀社と連絡を取り, 葬礼の準備に入る. なお, 臨終

式は, 司式者の判断で簡略化して行うこともある.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臨終式を執り行います.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臨終前)

人生の希望となられる神よ, この時間, 愛する○○○がこの世を

去り, 神のみもとに行こうとしております. この世に生きる間, 兄弟

(姉妹)を導いてくださったようにこの世を去る瞬間にも共にいてく

1. 임종식

(임종 전)

가족으로부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언제라도 병상으로 

가서 성경, 찬송, 기도를 상황에 맞추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독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라도 교역자는 성경을 읽

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임종 후)

담당의사의 사망선고 후,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

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앞으로 행해지는 장례식에 관

해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장의사와 연락 하여 장례절차를 준비한

다. 임종식은 사식자의 판단으로 간단히 행할 수도 있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교우 등) 의 임종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임종 전)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가 이 세

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

는 동안 형제(자매)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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ださり, 希望のうちに主の召しに応えさせてください. 主よ, わたし

たちは○○○の魂を主のみ手に委ねますので, 永遠の命に至る

までいかなる時も主の中に憩う者とし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

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臨終前にある者が幼い命である場合や不慮の事故などが原因

の場合, 家族の気持ちを十分に配慮した言葉遣いをすること. )

(臨終後)

命の主となられた神よ, 故○○○の魂を主に委ねますので神の

国に迎え入れてくださることを心から願い求めます. そうして主が

備えられた永遠の住まいにおいて真の平安と安息をお与えくださ

い. 主なる神よ, 愛する兄弟(姉妹)との別れによって悲しみと不安, 

驚きと寂しさの中にある人々を慰めてください. また, わたしたちす

べてが神の国に至るまで信仰生活に最善を尽くし生きる者として

ください. ただ今より, 葬礼が終わる時まですべての礼拝を導いて

くださることを願い, わたしたちに永遠の命を約束してくださった主

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司式者

(参照 ヨハ14:1~6, 27−28, 黙1:1−7, 7:9−17等)

「心を騒がせるな. 神を信じなさい. そして, わたしをも信じなさい. 

わたしの父の家には住む所がたくさんある. もしなければ, あなた

がたのために場所を用意しに行くと言ったであろうか. 行ってあな

たがたのために場所を用意したら, 戻って来て, あなたがたをわた

에도 함께 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

니 주의 품안에 안식하도록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종전에 있는 자가 어린 생명일 경우 또는 돌발사고가 원인인 

경우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언어를 선택한다.)

(임종 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고 ○○○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

니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가 준비해 주신 영원한 거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의 헤어짐으로 슬픔과 불안, 놀

람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

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

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사식자

(참조 요 14:1~6, 14:27~28 계 1:1~7,7:9~17 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

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

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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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のもとに迎える. こうして, わたしのいる所に, あなたがたもいるこ

とになる. わたしがどこへ行くのか, その道をあなたがたは知って

いる. 」トマスが言った. 「主よ, どこへ行かれるのか, わたしたちに

は分かりません. どうして, その道を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イ

エスは言われた. 「わたしは道であり, 真理であり, 命である. わた

しを通らなければ, だれも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ヨハ14：

1~6)

説教 / 司式者

祈祷 / 説教者

祝祷 / 司式者

(主の祈りや終祷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

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1~6)

설교 / 사식자

축도 / 사식자

(주기도문이나 마무리 기도를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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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納棺式

(故人の亡骸＜なきがら＞を棺＜ひつぎ＞に納める納棺式は, 前

夜式に先立ち, 身近な遺族や関係者, あるいは教友とともに執り行

う. この儀式は, 亡骸を納めた棺を, 葬儀会場に移す準備であり, 同

時にみ言葉と祈りと賛美をもって執り行うことによって, 遺族にとって

は葬礼式に臨む準備となる. )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納棺式を執り行います. 

祈祷 / 司式者

永遠の神よ, 神の大いなるみ旨に従って, わたしたちは今ここに

共にこうべをたれます. すべての人生は野の草, その栄華は野に

咲く花のようであります. 草は枯れ, 花は散る. しかし神のみ言葉

は永遠の真理であります. 永遠の神よ, 枯れ果ててしまう他ない人

間の命ではありますが, 神がおゆるしくださった命をいただき, わ

たしたちはこれを大切に守り, 今日まで生きてまいりました. その命

が故○○○の肉体を去ってしまったことに, わたしたちは悲しみを

禁じえません. その命はすでに召されて神のふところに抱かれ, こ

こにはなきがらだけが残されています. 故人のなきがらを棺の中に

丁重に納めながら悲しみを共にするわたしたちに聖霊が臨み, 豊

かな慰めの力としてくださ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 悲しみに包まれる

一人ひとりにその慰めが注がれ, 神の大いなるみ旨に従うわたし

2. 입관식

(고인의 시신을 관에 넣는 입관식은 전야식을 하기 전에 가까운 

유가족과 친족, 또는 교우들과 함께 행한다. 이 의식은 시신을 넣은 

관을 장례식장에 옮기는 준비임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함으로서 유가족에 있어서는 장례식에 임하는 준비가 되기도 

한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교우 등)의 입관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기도 / 담당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 영화는 들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

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라 버릴 수 밖에 없는 인간

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얻어 우리는 이것을 귀

하게 지키며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고 ○○○

의 육체를 떠나게 된 것에 우리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생

명은 이미 부름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여기는 육체만 남아 있습

니다. 고인의 시신을 입관하면서 슬픔을 함께 하는 우리에게 성령

이 임하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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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ちとしてください. 愛の神よ, わたしたちの兄弟(姉妹)故○○○

の魂を永遠の神のふところに迎えてくださり, 真の平安のうちに置

かれますように請い願います.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祈ります. アーメン. 

賛美 / 一同

聖書 / 司式者

説教 / 司式者

祈祷 / 司式者

賛美 / 一同

祝祷 / 司式者

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안에 거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찬송 / 일동

성경 / 사식자

설교 / 사식자

기도 / 사식자

찬송 / 일동

축도 / 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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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前夜式

(会葬者を迎えた最初の葬礼の礼拝となる. 「祈祷」については, 

できれば教会の長老, ないし勧士, 按手執事などが担当する. 遺族

は, 礼拝堂もしくは式場の最前列から着席する. 式順の中で, 司式

者は故人の略歴 ‧ 信仰歴の紹介に続いて, 遺族の名前を紹介す

ることもよい. 献花はまず, 司式者から行い, 次に遺族に続いて会

葬者が行う. 献花に際しては, 司式者は遺族と並んで会葬者に向

かって立ち, 会葬者は献花後遺族に黙礼しながら退場, ないし席

にもどるようにする. 場合によっては司式者が最後に献花してもよ

い. 献花の間も, 奏楽を続けることが望ましい)

前奏 / 奏楽者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前夜式を執り行います.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恵みと憐みに富みたもう主なる神よ, あなたは悲しみと嘆きの中に

ある者を慰め, 痛みと不安の中にある者をいやし, 混乱と失意の

3. 전야식

장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최초의 장례예배이다. 기도

는 가능한 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나 안수집사 등 임직자들이 담당

한다(생전에 고인과 친교가 있었던 사람이 바람직하다). 유가족은 

교회의 앞좌석에 앉게 한다. 식순 중 사식자는 고인의 약력, 신앙력

의 소개에 이어 유가족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 헌화는 먼저 

사식자부터 행하고 다음에 유가족에 이어 전원이 참가하도록 한다. 

헌화를 할 때, 사식자는 유가족들이 회중을 향하여 서게 하고, 안내

자에 따라 헌화하는 조문객은 헌화 후, 유족을 향해 목례를 하며 퇴

장 또는 자리에 돌아 가도록 한다. 헌화 중에도 반주를 계속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주 / 반주자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교우 등) 의 전야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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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にある者に希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わたしたちは今, みもと

に召された○○○を覚え, 葬りの式にそなえて, 前夜の祈りをささ

げるために, ここに集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の思いを一つにし, 兄

弟(姉妹)に対する厳かな敬意と, あなたへの深い信頼をもって, こ

の式を執り行わせてください. 主なる神よ, あなたは, はかり知るこ

とのできないその憐みによって○○○の上に限りなく豊かな恵み

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あなたは兄弟/姉妹を召して, 洗礼にあ

ずからせ, 主の教会の肢として, キリスト者の生涯を歩ませてくださ

いました. ］兄弟(姉妹)は家庭や社会にあって, 多くの人々に良い

感化を及ぼし, 与えられた人生の日々を歩みとおしました. あなた

が, ○○○の人生を, その最初から最後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

を感謝致します. けれども, 主よ, 愛する兄弟(姉妹)の死は, 遺族 ‧ 

近親のみならず, 兄弟(姉妹)との交わりをもったすべての者たちの

上に, 深い悲しみをもたらしました. どうか今, あなたによって結ば

れた○○○との交わりが, 生にあっても死にあっても揺らぐことな

く, 失われることの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 わたしたちに思い起こさ

せてください. そして, あなたの慈しみとまことに深く信頼を寄せる

者としてください. 救い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故人略歴·信仰歴紹介 / 司式者

(略歴紹介は説教の冒頭でも, 説教後にしてもよい.)

聖書 / 司式者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슬픔과 탄식가운데 있

는 자를 위로하고 아픔과 불안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며 곤란과 

실의에 빠져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품에 

안긴 ○○○를 기억하고 장례의 절차를 준비하여 전야예배를 드

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 주시고 

형제(자매)에 대한 엄숙한 경의와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

지고 이 식을 거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측량

할 수 없는 긍휼로 ○○○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님은 형제/자매를 부르셔서 세례를 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

리스도인의 생애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는 가정과 사

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주어진 인생을 걷게 해 주

셨습니다. 주님이 ○○○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죽음은 

유가족과 친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에

게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 안에서 형

제자매된 ○○○와의 교제가 생사에 좌우되지 않고언제나 기억하

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진리를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력소개 / 담당자

(약력 소개는 설교 전이나 후에 해도 좋다.)

성경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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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賛美 / 聖歌隊

説教 / 牧師

祈祷 / 説教者

弔歌 / 担当者

(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弔電披露 / 担当者

遺族挨拶 / 遺族代表

頌栄 / 一同

祝祷 / 司式者

後奏(黙祷) / 一同

献花 / 一同

특별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조가 / 담당자

조사 / 담당자

조전피로 / 담당자

유가족인사 / 유가족대표

송영 / 일동

축도 / 사식자

후주(묵도) / 일동

헌화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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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告別式

(基本的に, 前夜式と同じ順序で行うが, 出棺の時間に合わせて

礼拝を進行する)

前奏 / 奏楽者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告別式を執り行います.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恵みと愛をもってわたしたちを救ってくださる神よ, ただ今, この世

の人生を終えて, 主の召しを受けた故○○○を憐れんでください. 

○○○をイエス ‧ キリストの贖いの恵みによって神のみ前に立た

せてくださり, 涙も死もない神のみ国において永遠に生きる者とな

らしめてください. 信じる者の希望となられる主よ, 弱いわたしたち

はこの地上に生きる間, 神のいと高く大いなる摂理をすべて悟り

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しかし, 揺るがぬ永遠の命の希望によって

この地上での誘惑と艱難に打ち勝ち, 最後まで信仰を貫かせてく

ださい. ［故○○○がこの地に生きる間, 信仰によって生きる者と

4. 장례식

(기본적으로 전야식과 같은 순서로 하지만 출관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한다.)

전주 / 반주자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교우 등)의 장례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고 ○○○를 긍휼히 여겨 주

옵소서. ○○○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눈물도 사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

여, 약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극히 높

으시고 위대하신 섭리를 모두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흔

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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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今よりわたしたちも信仰生活に最

善を尽くし, 神の召しを受ける時には, 故人とみ国において再会

し, 共に生き, 永遠の神のみ国を受け継ぐ者としてください.］わた

したちの永遠の希望であられる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

ります. アーメン. 

故人略歴·信仰歴紹介 / 司式者

(略歴紹介は説教の冒頭でも, 説教後にしてもよい)

聖書 / 司式者

説教 / 牧師

祈祷 / 説教者

弔歌 / 担当者

(一同の賛美に替えることもできる)

弔電 / 担当者

遺族挨拶 / 遺族代表

頌栄 / 一同

祝祷 / 司式者

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고인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

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력소개 / 담당자

(약력 소개는 설교 전이나 후에 해도 좋다.)

성경 / 담당자

특별찬양 / 성가대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조가 / 담당자

조사 / 담당자

조전피로 / 담당자

유가족인사 / 유가족대표



294 295

後奏(黙祷) / 一同

献花 / 一同

찬양 / 일동

축도 / 사식자

후주(묵도) / 일동

헌화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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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火葬前式

(火葬場は, 地域によって規則 ‧ 事情が異なるので, 事前に情報

を把握しておくこと. そして十分な時間が取れない場合は, 司式者

の判断によって簡略に行うことができる. )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火葬前式を執り行います. 

賛美 / 一同

聖書 / 司式者

(参照 詩16：10~11, ヨハ6：37, 14：19, 黙1：17−18等)

祈祷 / 司式者

天地の造り主であり, 全能の父なる神よ, わたしたちは今, はかり

知れないみ旨によって, 地上の生涯を終え, みもとへ召された○

○○のなきがらをみ手に委ね, 土を土に, 灰を灰に, 塵を塵に返

そうとしています. しかし, 主よ, やがて神の国が完成する日に, 朽

ちるべきわたしたちの体は朽ちることのない栄光の体に変えられ

るという約束を覚えて感謝いたします. どうか, この信仰に固く立

ち, 希望をもって兄弟(姉妹)との再会を待ち望むことができますよ

うに. 復活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5. 화장식

(화장터는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사식자의 판단에 의해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등)의 화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 일동

성경 / 사식자

(참조 시 16:10~11, 요 6:37, 14:19, 계1:17~18 등)

기도 / 사식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상의 생애를 보내고 주님의 품안에 

안긴 ○○○의 시신을 주의 뜻에 맡겨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돌

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되는 날에 썩어질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에 굳

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형제(자매)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

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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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葬

火葬にふす直前に聖書ヨハネ11：25~26を読んでもよい. 拾骨の

時, 司式者が短く聖書(ヨブ1：21, 19：25, 26)を読み, 祈りを捧げ

た後, 遺族らの手によって拾骨を行う. 

※     화장 직전에 성경 요11:25~26을 읽어도 좋다. 화장 후, 사식

자가 짧은 성경구절(욥 1:21, 19:25,26)을 읽고, 기도한 후 유

가족들이 유골함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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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納骨式(埋葬式)

(納骨は, 納骨堂で行われる場合と墓地で行われる場合とがある.)

開式辞 / 司式者

ただ今から, 故○○○(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

の納骨式(埋葬式)を執り行います.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全能の神よ, 主イエス ‧ キリストは十字架の上で死んだ後, 墓に納

められましたが, 三日の後によみがえり, そこを神の栄光をあらわ

す場所とな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今, みもとに召された○○○

の遺骨をここに納め, 終わりの日のよみがえりを待ち望みます. 主

なる神よ, キリストと共に生き, キリストと共に死ぬ者は, またキリスト

と共によみがえるという幸いを覚えて感謝いたします. 主にあって

結ばれた交わりは, 今も後もとこしえに変わることなく, わたしたち

を一つにします. 主なる神よ, やがてわたしたちもみもとに召され, 

兄弟(姉妹)と再会する時を迎えますが, どうかその時まで, 生にあ

っても死にあっても, 平安と感謝のうちに, あなたの栄光を称える

者とならせてください. 復活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

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司式者

6. 납골(매장)식

(납골은 납골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묘지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있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등)의 납골(매

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매장되셨으나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내는 장소로 삼으셨읍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품안에 부름받는 

○○○의 유해를 여기에 놓고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주

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한다는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

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도 주의 품에 안길 때 형

제(자매)를 다시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때까지 살든지 죽든

지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옵

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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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照 Ⅰコリ15：20, 50~58, フィリ3：20~21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頌栄 / 一同

祝祷 / 司式者

(참조 고전 15:20, 50~58, 빌 3:20~21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송영 / 일동

축도 / 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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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墓前礼拝(納骨堂礼拝)

(墓前礼拝は個教会でする場合と地方会等, 合同でする場合があ

る)

黙祷 / 一同

(野外の時は奏楽が無くてもよいが, 室内の時は準備する)

招詞 / 司式者

(参照 ヨブ1：21, 詩116:5~7, 哀3:22~23, マタイ5：4, ヨハネ3：16, 

11：25~26, Ⅰコリ15： 54~55)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１) 恵みに満ちたもう主なる神よ, 今日, わたしたちは先にあなたの

み国へと召された信仰の先達をしのんで集まりました. 在りし日の

先達の信仰の姿勢を思い浮かべる時, あなたの限りない恵みと愛

を改めて思い知らされます. 先達の信仰生活をわたしたちも見倣

うことをえ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に集う者の中には, 家族に先立たれ

た悲しみを新たにする者がいます. その悲しみを今から語られる

主の御言葉によって慰めてください. 語る主のしもべの上に聖霊

が注がれますように, 主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２) 聖なる主よ, 今日(今宵)わたしたちは過ぐる日, みもとに召され

7. 묘전(납골당)예배

(묘전예배는 개 교회가 할 경우와 지방회 등과 연합하여 할 경우

가 있다.)

묵도 / 일동

(야외일 때는 주악이 없어도 좋으나 실내일 때는 준비한다.)

예배 부름 / 사식자

(참조 욥 1:21, 시 116:5~7, 애 3:22~23, 마 5:4, 

요 3:16, 11:25~26, 고전 15:54~55 등)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1)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앞서 천국에 부름을 

받은 신앙의 선진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전 선진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기억할 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진들의 믿음생활을 우리도 본 받을 수 있

도록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새삼 슬픔에 잠긴 이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이제 주시는 주님

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주의 종 위에 성령

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곁으로 부름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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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故○○○兄弟(姉妹)を記念して, この世に生かされて過ごした

日々をしのび, また遺族の上に主の慰めを祈るためにここに集い

ました. どうか, 御言葉によって主の深い御旨を悟らしめ, 主の慰

めとみ恵みとを豊かに与えてください. 故○○○兄弟(姉妹)が世

にあった時, 主を信じて御救いに入れられたことと, 主の栄光にあ

ずかる者とされたことを信じ, 平安と慰めに与らせてください. また, 

わたしたちも兄弟(姉妹)の良い模範にならい, 心を尽くして主に仕

える者とならせてください. 救い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

祈ります. アーメン. 

３) 恵みと憐れみに富みたもう主なる神よ, あなたはすべての時, 

すべての場において, わたし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ます. 過ぐる日, 

あなたはわたしたちの愛する故○○○氏(さん)をみもとに召されま

した. 故○○○氏(さん)は, 歩むべき道のりを歩みとおし, 果たす

べき業を果してみもとに帰りました. 愛する者との別れは, わたした

ちにとって, とりわけ遺族や近親者にとっては大きな悲しみをもた

らしました. あなたはその嘆きを誰よりもよくご存知です. それ故に, 

あなたから与えられる慰めは深く大きなものであると確信いたしま

す. 遺族 ‧ 近親者一同の上にあなたからの慰めが与えられますよ

うに.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Ⅰコリ15：50~58, フィリ3：20~21, コロイ3：1~4, Ⅰテサ4：

13~18, ヘブ11：1~6, 13~16, 黙7：9~17, 21：1~7)

○형제(자매)를 기념하여 생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유가족과 친

지들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자매)가 생전 주님

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고, 평

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형제(자매)의 좋은 

모범을 본 받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날,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고 ○○○

씨(님)을 주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고 ○○○씨(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

랑하는 자와의 이별은 우리에게 특히, 유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

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깊고도 큰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 유가족과 친지 위에 주님이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고전 15:50~58, 빌 3:20~21, 골 3:1~4, 살전 4:13~18, 

히 11:1~6, 13~16 계 7:9~17, 21:1~7)

설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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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献金 / 一同

(家族内で行う場合は、省略してもよい)

広告 / 担当者

頌栄 / 一同

祝祷 / 担当者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헌금 / 일동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

광고 / 담당자

송영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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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追悼礼拝(記念礼拝)

(追悼礼拝は, 故人の追悼の礼拝を通して, 礼拝とみ言葉をもって

在りし日の故人をしのび, その交わりをもって遺族がひとつとなって

交わる貴重な集いとなる. この追悼礼拝は, 遺族の家庭で行われる

場合, 教会において行われる場合, さらに場合によっては別の会場

で行われる場合がある)

開式辞 / 担当者

ただ今から, ○○○(長老, 勧士, 執事, 兄弟, 姉妹, 氏, さん等)の

追悼(記念)礼拝を執り行います.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参照 ヨシュ1：5−9, 詩23：1−6, 箴3：1−11, ヨハ14：1−6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8. 추도예배(기념예배)

(추도예배는 예배와 말씀으로 생전의 고인을 기리며, 유가족이 하

나가 되어 교제할 수 있는 귀중한 모임이다. 이는 유가족의 가정에

서 드려지는 경우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경우, 때에 따라 다른 장소

에서 드려질 수도 있다.)

개식사 / 사식자

지금부터 ○○○씨(장로, 권사, 집사, 교우 등)의 추도(기념)예배

를 거행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참조 수 1:5~9, 시 23:1~6, 잠 3:1~11, 요 14:1~6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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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司式者が伝道師である場合は主の祈りで閉会してもよい. )

［葬礼に引用される聖句例］ 

詩23：1−6, 46：2−4, 139：1−12, イザ40：6‐8, 65：17−25, ヨハ11：17

−27, 12：20−26, 14：1−6, 15：1−5, 16：20, 25‐33, I コリ15：12–20, 

50‐58, IIコリ5：1−10, ヘブ4：14‐16, 11：1−3, 13−16, 黙21：1~4な

ど. これらの聖句は臨終式や, 納棺式, さらに納骨式や追悼礼拝

においても用いることができる.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사식자가 전도사일 경우 주기도문으로 끝내도 좋다.)

(장례식에 인용되는 참조 성구 )

시 23:1~6, 46:2~4, 139:1~12, 사 40:6~8, 65:17~25, 요 

11:17~27, 12:20~26, 14:1~6, 15:1~5, 16:20, 25~33, 고

전 15:12~20, 50~58, 고후 5:1~10, 히 4:14~16, 11:1~3, 

13~16, 계 21:1~4 등. 

위 성구들은 임종식이나 입관식, 납골식, 추도예배 등에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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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家庭儀礼

1. 慶祝儀礼

1) 生涯を慶祝する神学的意味

人が生まれて死ぬまでを一生という. その一生の間に祝わなけれ

ばならないいくつかの事柄がある. 出生, トル(一歳の誕生日), 誕生

日, 還暦, 古希などは一生の間で重要な節目であり, 感謝し喜び祝

うべき事柄である. アブラハムは息子が生まれて八日目に割礼を行

い, 乳離れの時, 大きなお祝いの宴会を開いた(創21：4~8). ヨブの

息子は誕生日を祝い, 祝宴を催し, その姉妹たちをも招いて共に

飲み食いした(ヨブ１：４). 誕生は人生の序曲であり, 一歳の誕生日

は命の歓喜を味わう力強い出発であり, 誕生日は主に生かされて

きた奇跡のような恵みを感謝する日である. 還暦, 古希などは自ら

の人生を振り返り, 命を賜った神に感謝し, 祝うべきである. わたし

たちは生の営みを通して少なくとも二つのこと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 

まず, 命の源である神が人に命を与え導いてくださることによって人

は一歳, 誕生日, 成人, 還暦, 古希などの節目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

ということ. 二つめはこのような節目を通過しながら, 人生を価値ある

Ⅷ. 가정의례

1. 경축례

1) 생애를 경축하는 신학적 의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한다. 그 일생 동

안에 경축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출생, 돌, 생일, 회갑 

등은 일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일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젖

을 뗄 때는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창 21:4~8). 욥의 아들은 생일을 

축하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그 누이들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욥 1:4). 

출생은 인생을 출발하는 서곡이고, 돌은 생의 환희를 맛보는 힘

찬 출발이며, 생일은 기적같은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확인하는 것

이다. 회갑은 그러한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적어도 두 가

지 것을 생각할 수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으로 하여금 출생하게 하시고 돌, 생일, 성년, 회갑 등을 맞이하게 

하신 것과 다른 하나는 이러한 때를 통과하는 동안 삶을 값지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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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のとして生き, 神のみ旨に従っ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

ある. 命をくださった神に感謝し, 神に喜ばれる生き方を新たに決

意する出発点として, 生涯のそれぞれの節目を祝わなければなら

ない. 

２) 誕生

(１) 出産感謝礼拝の指針

①     出産後, 要請に応じて礼拝, ないし祝福の祈りをささげるように

する.  

② 母と子の健康を配慮し, 静かに礼拝する. 

③ 出産に関する迷信的な風習にとらわれないように導く. 

④ 教会からの出産祝いの贈り物を準備する. 

(２) 誕生感謝礼拝の順序

司会 ： 担任者

開式辞 / 担当者

神の祝福によって子が与えられたことを感謝しながら静かな祈りを

もって礼拝を始めましょう. 

招きの言葉 / 一同

(黙祷中で, 司会者は詩１２７：１~５を朗読する. )

賛美 / 一同

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

님께 감사하며 생애의 한 순간 순간을 통과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새

롭게 발견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축해야 한다.

2) 출생

(1) 출산 감사예배 지침

① 병원에 입원했으면 출산한 후에 퇴원하여 예배하도록 한다.

②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조용히 

예배한다.

③     출산에 관한 미신적인 풍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 안에서 예

배한다.

④     아기의 옷이나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을 출산 축하

의 선물로 준비한다.

(2) 출산 감사예배 순서

인도 :  담당자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이 복주셔서 자녀를 낳았음을 감사하면서 함께 조용한 기

도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부름 / 일동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자는 시 127:1~5을 낭독한 후 기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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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祷 / 担当者

命をつかさどる全能の神よ, この家庭に尊い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

ことを感謝します. この幼な子の命を通して栄光を受け, この家庭

に大きな喜びをあふれ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に集った者たちすべて

が命の尊さを悟り, 神が命を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させてください. 

この家庭への尊い贈り物であるこの幼な子の命と健康のために祈

ります. 幼な子が神と人の前に愛を受け, 主に喜ばれる子として成

長させてください. この幼な子が主イエスに導かれ, 健やかで知恵

に富み, 愛にあふれ, 神を知り, 神と隣人に仕える者となるようにし

てください. 出産した母親にも健康をお与えください. 命の源であ

る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詩編127：3~5, イザ40：9~11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終祷あるいは主の祈りでもよい)/ 司式者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이들 모두가 생

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생

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아기의 생

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

랑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아

이가 예수님처럼 자라서 튼튼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

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

서. 해산하기까지 수고한 산모에게도 건강을 주옵소서. 생명의 근

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시 127:3~5, 사 40:9~11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혹은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또는 주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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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百日

(１) 百日感謝礼拝指針

①     キリスト者は出生と関連するすべての迷信に幻惑されることな

く, 神が子どもを百日の間, 健康に保護してくださったことと, 出

産で疲労した母親の健康を回復さ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す

る意味で祝いをする. 

②     家庭の状況によって百日を簡素化したり, あるいは省いたりし

て, 一歳の礼拝に重点をおくこともできる. 

③     命をつかさどる神に感謝の礼拝をささげることによって, 幼い命

をよりいっそう大切に養育することを確認する. 

(２) 百日感謝礼拝の順序

司会 ： 担当者

開会辞 / 担当者

神の祝福によってこの幼子が百日を迎えたことを感謝しながら, 静

かな祈りをもって礼拝を始めましょう. 

黙祷 / 一同

(黙祷中に司会者はⅢヨハ2節を朗読する)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3) 백일

(1) 백일 감사예배 지침

①     그리스도인은 출생과 관계된 온갖 미신에 현혹되지 말고, 아기

를 백일동안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심과 출산으로 수고한 산모

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

②     가정형편에 따라 백일은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고, 돌 예배에 

중점을 둘 수 있다.

③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함으로 어린 생명을 

더욱 귀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게 한다.

(2) 백일 감사예배 순서

인도 :  담당자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가 백일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자는 요 3서 2절을 낭독한 후 기원한

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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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福の源である神よ, この家庭に祝福の嗣業として与えてくださっ

た幼い命が主に愛の中で健やかに育ち, 百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

たことを感謝します. 主の摂理と恵みのうちに尊い命が与えられま

した. それ故, 主のみ心に従って育むことによって, この子がまっ

たき主の働き人として育ち, 神の栄光を讃え, 父母の喜びとなり, 

隣人に善きものをもたらす人となりますように. 命の源である主イエ

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申6：4~9, マタ18：１~6, 19：13~15等)

説教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司式者

(司式者が子どもを抱いて直接手を置く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両

親のどちらかが子どもを抱き, 司式者は子どもの頭に手を置いて

祝福した後, 引き続き全体に向けて祝祷をする. )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어린 

생명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백일을 맞이하게 하시

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기

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신 6:4~9, 마 18:1~6, 19:13~15 등)

설교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아기가 직접 안수를 받을 수 없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인도자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한 후, 이어서 전체

에게 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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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トル＜一歳の誕生日＞

(１) トル感謝礼拝指針

①     子どものドルとなった時, できるだけ簡素に祝いの席を設け, 神

に感謝の礼拝をささげる. 

②     命をつかさどる神に感謝をし, その思いの表れとして感謝献金

をする. 

(２) トル感謝礼拝の順序

司会 ： 担当者

開会辞 / 司会者

神の祝福によってこの幼子が一歳を迎えたことを感謝し、静かな

祈りをもって礼拝を始めましょう. 

黙祷 / 一同

(黙祷中, 司式者はエレ１７：７~８を朗読する)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祝福の源である神よ, この家庭に与えてくださった子どもが主の愛

の中で健康に育ち, 初誕生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しま

す. 主の摂理と恵みの中で尊い命を与え, 神の善きみ旨のまま育

ち, 全き主の働き人としてください. また主の栄えをあらわし父母に

4) 돌

(1) 돌 감사예배 지침

①     아기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 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간소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

②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표시로 감사헌금을 드린

다.

(2) 돌 감사예배 순서

인도 :  담당자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아기가 돌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면서 묵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자는 렘 17:7~8를 봉독한 후, 기원한

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가정에 허락하신 아기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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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っての喜びとなり, 隣人に善きものをもたらす者となるようにして

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詩127：3~5, ルカ2：40, 52, エペ6：1~3等)

説教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担当者が子どもを抱いて直接手を置く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 両

親のどちらかが子どもを抱き, 担当者は子どもの頭に手を置いて

祝福した後, 引き続き全体に向けて祝祷をする)

로 성장하여 온전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시 127:3~5, 눅 2:40, 52, 엡 6:1~3 등)

설교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아이가 직접 안수를 받을 수 없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인도자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한 후, 이어서 전체

에게 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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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誕生日

(１) 誕生日感謝礼拝指針

①     誕生日を迎え, 命をくださった神の恵みに感謝し, 父母への感

謝を確認すると同時に, 親戚や教会員を招待し, 喜びのうちに

神の愛を分かち合うようにする. 

②     一年の歩みを導いてくださった神の大いなる恵みに感謝して

献金を献げるようにする. 

(２) 誕生感謝礼拝の順序 

司会 ： 担当者

開会辞 / 担当者

神の祝福によって○○○兄弟(姉妹)が誕生日を迎えたことを感謝

しながら静かな祈りをもって礼拝を始めましょう. 

黙祷 / 一同

(黙祷中に司会者はⅢヨハ2節を朗読する)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万物の主であり, 人のすべての営みをつかさどる神よ, 今日, この

ように新たな誕生日を迎えることをゆるし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命

をくださった神のみ旨を覚え, 一層主に近づく機会となるように導

5) 생일

(1) 생일 감사예배 지침

①     생일을 맞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확인하는 동시에 가까운 친척이나 교우들을 초

청하여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②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함으로써 더 깊은 

은혜의 삶을 갖도록 한다.

(2) 생일 감사예배 순서

인도 :  담당자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가 생일을 맞이한 것을 감사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자는 요 3서 2절을 봉독한 후, 기원한

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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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ください. そして, 今日まで育んでくれた家族の愛を心に刻む

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またさらなる一年を健やかに導いてくださり, 祝

福の日々を送ることがゆるされますように. 命の源である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ヨブ1：4~5, 詩１：１~6, 23：１~６, ヨハ3：3~6, 16, エペ5：

15~21, Ⅱテサ2：13~17等)

賛美 / 一同

説教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뜻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도

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키워주신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한 해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복

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욥 1:4~5, 시 1:1~6, 23:1~6, 요 3:3~6, 16, 엡 

5:15~21, 살후 2:13~17 등)

찬양 / 일동

설교 / 인도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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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長寿

(神がくださった祝福によって長生きするとき, 長寿を記念し祝賀

する祝いを寿宴という. 長寿を祝賀する祝いには次のような種類が

ある)

還暦(ファンガブ) ： 満60 歳のときに行なう祝いである. 

古希 (チルスン) ： 70 歳のときに行なう祝いである. 

喜寿 ： 77 歳の誕生日である. 

傘寿(パルスン) ： 80 歳の誕生日である. 

米寿 ： 88 歳の誕生日である. 

卒寿 (クスン) ： 90 歳の誕生日である. 

白寿 (ペクス) ： 99 歳の誕生日である. 

(１) 長寿感謝礼拝指針

①     配偶者の存在がおろそかにされないように留意する. 

②     司式者は家族の代表と礼式の進行 ‧ 順序について協議する

ことが望ましい. 

③     Ⅰ部は礼拝とし, 祝宴などはⅡ部とする. 

④     未信者たちが多く参席するであろうことを念頭に置き配慮する. 

6) 장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장수할 때, 장수를 기념하여 축하하는 잔

치를 수연이라고 부른다.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회갑 :   만 60세의 생일을 말한다.

칠순 :   70세의 생일이다.

팔순 :   80세의 생일이다.

구순 :   90세의 생일이다. 졸수라고도 한다.

백수 :   99세의 생일이다.

(1) 장수 감사예배 지침

①     당사자의 배우자 존재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

다.

② 인도자는 가족대표와 예식의 진행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

③ 1부는 예배순서,  2 부는 축하순서를 갖도록 한다.

④     불신자들이 다수 참석하리라는 것을 유념하여 결례가 되지 않

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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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長寿感謝礼拝の順序

Ⅰ部： 礼拝

司会 ： 担当者

開会辞 / 担当者

愛する皆さん, 命の源である神は60 年(あるいは70年等)前に○○

○兄弟/姉妹(長老, 勧士, 執事等)をこの世に送られ, 今日まで困

難なときも, 喜びのときも共にいてくださいました. そのことを覚え

て, 今, わたしたちは神のすべての恵みに感謝する時をもつように

いたしましょう. 

黙祷 / 一同

(黙祷中に司会者は詩23：1~6を朗読する. )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慈愛の神よ, 今日○○○兄弟/姉妹(長老, 勧士, 執事等)の還暦

(古希, 喜寿等) を迎え, 神に栄光をささげます. ○○○兄弟/姉妹

(長老, 勧士, 執事等)を60年(70年, 80年等) 前にこの地に送り, 神

の民に加え, 今日まで神の祝福と恩寵のうちに健康が与えられた

ことを感謝します. あなたの溢れる恵みのうちにさらに確かで豊か

な信仰の実を結ぶ, 祝福された生を与えてください. 子どもたちや

(2) 장수 감사예배 순서

I 부 :  예배

인도 :  담당자

개회사 / 담당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60년(또는 

70 년 등)전에 ○○○님(장로, 권사, 집사 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 일동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자는 시편 23:1~6을 낭독한 후 기원

한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님(장로, 권사, 집사 등)의 회갑(칠

순, 팔순 등)을 맞이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를 60

년(70년, 80년 등) 전에 이 땅에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오늘까지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 큰 믿음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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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子孫がだれ一人もれることなく, ○○○兄弟/姉妹(長老, 勧

士, 執事等)の尊い信仰にならい, 子々孫々にわたり受け継いで

いく聖なる家族としてください. 残された人生の日々にも, 溢れる

恵みをお与え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に永遠の命をくださる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創47：7~10, 詩1：1~3, 17：1~5, 121：1~8, 128：1~5, エフェ4：

13~15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挨拶 / 家族代表

祝祷 / 担当者

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주

옵소서. 자녀손들은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

가는 복되고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창 47:7~10, 시 1:1~3, 17:1~5, 121:1~8, 128:1~5, 엡 

4:13~15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담당자

찬송 / 일동

광고 및 인사 / 가족대표

축도 / 담당자



338 339

Ⅱ部： 祝宴

開会辞 / 担当者

ただ今より, 〇〇〇兄弟/姉妹(長老, 勧士, 執事等)の還暦(古希, 

喜寿等)のお祝いを始めます. 

略歴紹介 / 家族代表

(60歳, 70歳, 80歳等を迎えた本人の出生, 父母, 兄弟, 結婚, 子

ども, 経歴, 学歴, 信仰歴, 教会奉仕等を紹介する)

祝辞 / 担当者

賛美あるいは家族合唱 / 担当者

記念品贈呈 / 家族代表

感謝の挨拶 / 本人あるいは家族

Ⅱ부 :  축하

개회사 / 담당자

지금부터 ○○○님(장로, 권사, 집사 등)의 회갑(칠순, 팔순 등)잔

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력소개 / 가족대표

(회갑, 칠순, 팔순 등을 맞이한 본인의 출생, 부모·형제, 결혼, 자

녀, 경력, 학력, 신앙경력, 교회봉사 등을 소개한다.)

축사 / 담당자

찬양 혹은 가족합창 / 담당자

예물 증정 / 가족대표

감사의 인사 / 본인 혹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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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住宅移転, 開業礼拝

１) 起工式

(１) 起工式の意味

各種建築物の工事を始めるにあたり, このことをご計画くださった

神に感謝し, これから, 建物が完成するまで神が助けてくださること

を願う思いと, この工事に携わる関係者たちの士気を高める意味も

こめた儀式である. 建築現場に建物の透視図や平面図などを掲げ

ておき, 起工式を行う前に現場に土を集め, シャベルですくい易い

ように, 盛っておき, シャベルをいくつか準備しておく. 土とシャベル

が準備でき, 起工式場に式順を担当する者, 関係者, 来賓らが集ま

れば起工式を始める. 起工式の司式は教役者が担当すればよい

が, そうでない場合には大きな建築物であれば建築委員長が, 個

人の家であれば家族代表あるいは家族のうち一人が次のように式

順を進行すればよい. 

(２) 起工礼拝式順

式順については礼拝堂起工式を参照する. 

2. 주택 이전(입주), 개업예배

1) 기공예배

(1) 기공식의 의미

각종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공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려는 의미도 담긴 의식이 기공식이다. 건축 현장에 건물 투시

도와 평면도를 세워 놓고 기공식을 시작하기 전 현장에 흙을 모아 

삽질하기 편하게 쌓아 두고 삽을 여러개 준비하여 세워둔다.

삽은 가능하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삽이 좋고, 그 삽을 흰 천

으로 감아 깨끗한 기분을 내는 것도 무방하다. 흙과 삽이 준비되고 

기공식장에 식순 맡은 이들과 관계된 이들과 내빈이 참석하면 기공

식을 시작한다. 기공식의 사회는 교역자가 맡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건축물이면 건축위원장이 개인 집이라면 가장이

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2) 기공 예배순서

이 식순에 대해서는 예배당 기공식을 참조.



342 343

２) 定礎式

(１) 定礎式の意味

定礎式は各種建築物の基礎工事が終わり, 地盤の上に建築を始

めるときに定礎石を置くことによって建築物の基礎が完了したことを

祝う儀式である. もともと定礎式は西洋式建築において建築に着手

した後, 最初に行う儀式として上棟式［むねあげ式とも呼ばれる］に

該当する儀式である. それゆえ, 日本においては木造建築であるな

らば, 上棟式を行い, 西洋式建物(ビル等) には定礎式に重点を置

くこととなる. 定礎式を通して神が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し, 労した人

たちの労苦をねぎらい, 建築計画の成就を祝賀することで, 完成に

向けて希望を神の祝福に委ねるものである. 定礎石を整え, 定礎年

月日あるいは聖句等を前もって彫り込んでおく. 定礎石は定礎式を

行う場所に丁重に置いておく. 

(２) 定礎礼拝式順

式順については礼拝堂定礎式を参照する. 

３) 竣工式

竣工式の意味とその式順等は礼拝堂竣工式を参照する. 

2) 정초예배

(1) 정초의 의미

정초식은 각종 건축물의 기초공사를 마치고 지반위에 건축을 시

작하게 될 때 머릿돌을 놓음으로서 건축물의 기초가 완료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본래 정초식은 서양식 건축에 있어서 건축 착

수 후, 최초로 거행하는 의식으로 상량식에 해당하는 의식이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초식보다 상량식을 거행하고 서양식 건물에

는 상량식보다 정초식에 더 비중을 둔다. 정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수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축주의 성

취를 축하함으로서 완성으로 이어질 희망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탁

하는 것이다. 머릿돌을 잘 다듬어서 정초 년월일 혹은 성구 등을 미

리 새겨둔 머릿돌은 정초식을 거행하기 전에 준비해 둔다. 

(2) 정초 예배순서

이 식순에 대해서는 예배당 정초식을 참조.

3) 준공식 

준공식의 의미와 그 식순은 예배당 준공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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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引越し及び入居礼拝

(１) 意味

家を新しく建て入居したとき, 信徒たちは入居礼拝をささげる. 新

築の入居のときだけではなく, 住居を移すたびごとに行うのがよい. 

入居礼拝は神への感謝, 家族の平安と幸福, 隣人とのよき交わりへ

の祈りが込められている. 入居や引越し時に日取りや迷信的な手

続きを踏ま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引越し及び入居感謝礼拝の順序

開式辞 / 担当者

神の恵みのうちに入居礼拝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 

信仰告白(使徒信条) / 一 同

賛美 / 一 同

祈祷 / 担当者

わたしたちの真の神である主よ, あなたの恵みと導きのうちにこの

ように新しい住まいを与えられたことに心から感謝します. この地

にあって, あなたのみ言葉に堅く立って生きることにより, この家庭

が流れのほとりに植えられた木のごとく, 豊かに葉を茂らせ, 実を

実らせることのできる家庭としてください. また, この地域において, 

この家庭が多くの人々に善きものをもたらし, 尊敬を受け, 慕われ

4) 이사 및 입주예배

(1) 의미

집을 새로 짓고 입주했을 때 신자들은 입주예배를 드린다. 신축의 

입주 때만 아니라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입주예배나 이사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과 새 집에서 

온 가족이 평안하며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소원과 이웃과 친교하려

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입주나 이사 때 택일과 그 밖의 미신적 행

위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예배순서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입주)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

니다.

신앙고백(사도신경) / 일동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참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와 같이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집에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생활함으로 이 가정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

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이 가



346 347

る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この家庭に日々必要な霊と肉の糧を祈り

に応えて豊かにお与え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 ‧ キリスト

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詩127：1~2, 詩133：1~3, マタイ7：24~25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司式者が伝道師である場合は主の祈りで閉会してもよい)

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존경받으며 사랑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가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항상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시 127:1~2, 133:1~3, 마 7:24~25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축도(또는 주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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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開業式

(１) 指針

この事業を通して神の栄光をあらわし, その導きと祝福を願う. 

(２) 開業礼拝式順

開式辞 / 担当者

神の恵みのうちに開業礼拝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わたしたちの真の経営者である神よ, 主の恵みによって新しいこ

とを始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どのような状況に

あっても主が助け, 導いてくださり, この事業を通して神の栄光を

あらわし, 人々に有益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わたしたち

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創26：15~25, 申28：8~12, ヨシュ1：5~9, ロマ8：28等)

説教 / 担当者

5) 개업예배

(1) 개업식 지침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기원한다.

(2) 예배순서

개회사 / 담당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업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우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

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

여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모

든 이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창 26:15~25, 신 28:8~12, 수 1:5~9, 롬 8:28 등)

설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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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祷 / 説教者

事業の趣旨と挨拶 / 開業主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司式者が伝道師である場合は主の祈りで閉会してもよい. )

기도 / 설교자

사업의 취지 및 인사 / 사업주

찬송 / 일동

축도(또는 주기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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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付録

1. 幼児祝福式

主日礼拝の中で順序の一つとして行うが, 説教の後(献金又は報

告の前) に行うことが望ましい. また, 主日礼拝が教会暦行事と重な

る場合は祈りだけでもよい. 

開会辞 / 司式者

(司式者は祝福を受ける幼児を抱いた父/母を前に立たせ, 教会

員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言う)

この兄弟(姉妹)は神の恵みによって与えられた幼な子を今, み前

にささげようとしています. これは神が祝福なさることであり, この家

族にとっても教会にとっても大きな喜びであります. わたしたちはこ

のことを感謝し, 幼な子を守り育てる責任を果たすように祈りましょ

う. 

賛美 / 一同

(省略してもよい)

Ⅸ. 부록

1. 유아축복식

주일예배 중의 순서(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행하지만 설교 후(헌금 

또는 광고 앞)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일예배가 교회력 

행사와 겹칠 경우는 기도만으로도 좋다.

개식사 / 사식자

(사식자는 축복 받을 유아를 안은 아버지/어머니를 앞에 세우고, 

교우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기와 함께 주님 앞에 섰

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며, 이 가족이나 교회에 

매우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하여 아기를 양육할 책

임을 다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 / 일동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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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書 / 司式者

(省略してもよい. 参照 申7：12~13, マル10：13~16, ルカ2：40, 52

等)

祈祷 / 担当者

命を与えてくださる主なる神よ, あなたは, この幼な子をかけがえ

のない宝として, この世界に送り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 尊い命の

誕生を心から感謝します. 主なる神よ, この幼な子○○○の生涯

をみ手の内においてください. そして, いついかなる時にも, あな

たの祝福で満た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恵み深い神よ, あなたは

この父母(家族)と教会に, この幼な子をおゆだねになりました. どう

か, その養育に関わる者たちが, 命の息を吹き込んでくださったあ

なたへの畏れをもって, この幼な子を育て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また, あなたが必要なものすべてをお与えくださり, この子が神か

らも人からも愛され, 神にも人にも仕える者となりますように. 主イ

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성경 / 담당자

(생략할 수도 있다. 참조 신 7:11~13, 막 10:13~16, 눅 2:40, 

52 등)

기도 / 담당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아기를 둘도 없는 보배로서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아기 ○○○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오니 언제 어디서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부모(가족)에게 이 아기를 맡겨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양육하

는 부(모)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아기

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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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成人式

１) 成人式の指針

(１)     成人式の該当者は満20 歳となる者である. 

(２)     成人としての責任ある人生を過ごすように諭し、記念品を準備

する. 

(３)     父母をはじめ, 知り合いたちが一緒に参加できるように前もっ

て知らせる. 

２) 成人式順序

(教会で行う場合)

司式 ： 担当者

開会辞 / 司式者

(満20 歳になった者をあらかじめ前に座らせておき, 司式者は次

のように言う. )

愛する兄弟姉妹, 神はこの○○○兄弟(姉妹)をこのような立派な

成人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今, わたしたちはこの兄弟(姉妹)の成長

を導いてくださった神の恵みに感謝する時間を持とうとしておりま

す. 

賛美 / 一同

(省略してもよい)

2. 성인식

1) 성인식 지침 

(1) 성인식의 해당자는 만 20세가 되는 자이다.

(2) 성인으로서 책임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념품을 준비한다.

(3)     부모를 비롯해서 지인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린

다.

2) 성인식 순서

(교회에서 거행할 경우)  

사식자 :  담당자

개식사 / 사식자

(사식자는 성인된 자를 앞으로 불러서 회중을 향하여 세운 뒤,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하나님은 이 ○○○ 씨를 이와 같이 훌륭

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형제(자매)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 / 일동

(생략할 수도 있다.)  

기도 / 담당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만 20세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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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祷 / 担当者

命の源であられる神よ, ここに立つ満20歳になる○○○(多い場合

には「青年たち」)に命をくださり, 成人へと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

今日わたしたちの教会は感謝します. 体が成長すると共に, その

信仰が, 神のみ言葉に従って, キリストの豊かさに至るまで成長さ

せて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

ます.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参照 エフェ4：13~16, ヘブ12：1~2, Ⅱペト1：3~11等)

説教 / 担当者

(他の礼拝順序の中に行うときは省く)

記念品贈呈 / 担当者

(教会または知人が準備した花束, 贈り物, 記念品を順序よく伝達

する)

感謝の挨拶 / 成人を迎えた者

賛美 / 一同

祝祷 / 担当者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인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

사드립니다. 몸이 성장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참조 엡 4:13~16, 히 12:1~2, 벧후 1:3~11 등)

설교 / 담당자

(다른 예배순서 중에 행할 경우는 생략한다.)

기념품증정 / 담당자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선물, 기념품 등을 전달한다.)

감사의 인사 / 성인이 된 자

찬송 / 일동

축도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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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敬老会

(長寿は神から与えられた祝福の一つである. 長寿な者のために

教会が日時を決めて祝うこともできるが, 主日の礼拝の中で行うこ

ともできる. 主日でない日に決めて祝う時は, 第Ⅰ部は礼拝とし, 祝

賀行事は第Ⅱ部とするのがよい. 主日礼拝の中で行う場合, 他の

教会暦行事と重なった時などは祈りだけでもよい)

１) 第Ⅰ部  礼拝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省略してもよい)

聖書 / 担当者

(参照 詩71：1~9, 14~18, 92：13~16a, Ⅱコリ4：16~18, Ⅰテモ5：1~4

等)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 省略してもよい)

3. 경로회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나이다. 장수자를 위하여 교회

가 날짜를 정해서 축하할 수 있으나 주일예배 중에 행할 수도 있다. 

주일이 아닌 날을 정하여 축하할 때는 제1부는 예배를 드리고, 축

하행사는 제 2부로 하는 것이 좋다. 주일예배 중에 행할 경우, 다른 

절기행사와 겹쳐질 때는 기도만 해도 좋다.)

1) 제 1 부 예배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생략할 수도 있다.)

성경 / 담당자

(참조 시 71:1~9, 14~18, 92:12~15, 고후 4:16~18, 딤전 

5:1~4 등)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생략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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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祷 / 担当者

(司式者が伝道師である場合は主の祈りで閉会してもよい)

２) 主日礼拝の中でする場合

順序としては説教後が望ましい. 広告の時間にすることもできる. 

その場合, 前に招いて, あらかじめ用意された椅子または座席に座

らせる. 

開式辞 / 司式者

(司式者は会衆に向かって次のように言う)

わたしたちは今, 前に出て来られた方々へ敬老の意を表すため

にこの場をもうけました. 今日まで長寿と健康を与えてくださった

神に感謝すると共に, これからの信仰生活の上に益々の祝福が

あるように祈りましょう. 

賛美 / 一同

(省略してもよい)

祈祷 / 担当者

わたしたちの生と死をつかさどる全能の主よ, 今日のこの日まで, 

あなたの守りと導きによって, 信仰生活を歩んでこれましたことを

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振り返れば, 多くの苦難と試練の中を歩ん

축도(또는 주기도) / 담당자(주기도의 경우는 일동)

2) 주일예배 중에 행할 경우

(순서는 설교 후가 바람직하며 광고시간에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에는 앞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의자나 좌석에 앉게 한다.)

개식사 / 사식자

(사식자는 회중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께 경로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장수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신앙생활 위에도 더욱 복이 넘치시기를 있기

를 기도합시다.

찬송 / 일동

(생략할 수도 있다.)

기도 / 담당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이분

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해 오게 하심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고난과 시련 속을 걸어왔으

나 그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

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발걸음 위에도 지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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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きましたが, そのたびごとにあなたから差し出された救いのみ手

にすがって今日を得ています. これからの歩みの上にも今まで以

上の恵みが注がれますように. また, 若い信仰者と善き霊的交わ

りをなし, 善き霊的模範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一日一日をあな

たのみ心に適った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 信仰の上に信仰を増し

加えてくだ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

ン. 

(祈祷の後, 予め準備された祝賀品を手渡してもよい. )

많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모범

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 하루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 미리 준비한 선물을 건네 주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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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病床訪問

(病床訪問にあたっては, 以下の点に対して充分な牧会的配慮が

必要とされることは当然であり, 同行者にもこのことを伝えておけば, 

より有意義な病床訪問をすることができる. )

１) 準備

患者に関する情報はもちろんの事, 同行者の確認(多人数は避け

る事), 病院の規則なども事前に知っておくこと. 

２) 滞在時間

長時間の滞在は厳に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 

３) 賛美

病院で賛美する場合は, 必ず病院の許可を得てすること. その時

でも, 声量を落とす等の隣室への配慮が必要. 個人宅の場合は家

族の了解を得ること. 

４) 言動

患者や家族が不安を覚えるような言動は厳に慎まなければならな

い. 同室の患者に対しても配慮が必要である. 

５) 聖書

(参照 創28：15, 出15：26, 詩6：3, 10, 23：１~６, 41：3, 107：19~22, 

イザ38：16~17, マタ8：5~13, 9：2~8, ヨハ16：33, ロマ8：28, Ⅱコリ12：

4. 병문안

(병문안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한 목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며, 동

행자에게도 이를 전달하면 더욱 유익한 병상방문이 될 수 있다.)

1) 준비

환자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며 동행자의 확인 (많은 수는 피할 것), 

병원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 둘 것 .

2) 병문안 시간

가능한한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한다.

3) 찬송

병원에서 찬송할 경우, 꼭 병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가능한 소

리를 낮추는 것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개인의 집일 경우도 가족의 

양해를 얻는 것이 좋다.

4) 언행

환자나 가족이 불안을 느낄 것 같은 언행은 삼가하며 같은 방의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5) 성경

(참조 창 28:15, 출 15:26, 시 6:2,9, 23:1~6, 41:3, 

107:19~22, 사 38:16~17, 마 8:5~13, 9:2~8, 요 16:33, 롬 

8:28, 고후 12:7~10, 약 5:13~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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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ヤコ5：13~16等)

６) 祈祷

(１) 万物の造り主なる神よ, あなたはすべてを見られ, すべてを知

っておられます. また, この兄弟(姉妹)が隣人のためにささげた祈り

と働きの一つ一つを, あなたはご自分になされた行いとして受け止

めてくださいます. 慈しみ深い神よ, わたしたちが弱さのために犯す

数々の罪を, 独り子の贖(あがな)いゆえにすべて赦し, この兄弟(姉

妹) を愛のみ手の中にいだき, 癒しをお与えください. この兄弟(姉

妹) の治療に当たられるすべての関係者の働きを守り導き, 最も良

き治療がなされるとともに, 看病するご家族(関係者)をお支えくださ

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２)慈しみ深い神よ, 長い間, 病と闘っておられる○○○兄弟(姉

妹)を, どうぞお守りください. この試練の時にも, 主が共におられ, 

兄弟(姉妹) を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 肉体の痛みを

負いながら, この兄弟(姉妹)は主に信頼して, すべてを主におゆだ

ねしております. どうか, 主がすべての痛みを和らげ, 平安の内にお

守りくださいますように. また, 看病するご家族(関係者)をお支えくだ

さい. 主イエス ‧ 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祈ります. アーメン. 

6) 기도

(1)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

십니다. 또한, 이 형제(자매)가 이웃을 위해 드린 기도와 선한 일 하

나 하나가 주님을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로

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

가의 능력으로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이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품

으사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형제(자매)의 치료를 담당하는 모

든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짐과 동

시에 돌보는 가족(관계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도 주님이 형

제(자매)를 돌보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

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모든 아픔을 덜어 주시어, 평안하도

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보는 가족(관계자)과 함께 해 주시옵

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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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同議会(信徒総会)

(公同議会の順序はそれぞれ個教会の伝統により, 多少の違いは

あるが, おおむね次のような順序で行うことが望ましい. )

(議長は堂会長が担当するが, いない時は臨時堂会長がする)

開会辞 / 議長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奨励 / 議長

祈祷 / 担当者

新会員紹介 / 堂会書記

(不在の場合は省略できる)

会員点呼 / 書記

開会宣言 / 議長

5. 공동의회 (신도총회)

(공동의회의 순서는 개교회의 전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

나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은 당회장이 담당하나 궐석 시에는 임시당회장이 한다.)

개회사 / 의장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설교 / 의장

기도 / 담당자

신회원소개 / 당회서기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회원점명 / 서기

(경칭은 생략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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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順採択 / 議長

前会議録承認 / 議長

各部報告 / 担当者

決算報告及び監査報告 / 担当者 

案件審議 / 議長

(任命 ‧ 選挙 ‧ 献議案 ‧ 牧師招聘信任投票がある時はここです

る)

新年度予算案審議 / 担当者

賛美 / 一同

祈祷 / 担当者

閉会宣言 / 議長

개회선언 / 의장

회순채택 / 의장

전회의록승인 / 의장

각부보고 / 담당자

결산 및 감사보고 / 담당자

안건심의 / 의장

(임명, 선거, 헌의안, 목사청빙 등은 여기서 한다)

신년도주정 (월정) 헌금액책정 / 의장

(생략 가)

 

신년예산심의안 / 담당자

찬송 / 일동

기도 / 담당자

폐회선언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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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地方会定期総会

(地方会定期総会の会順はそれぞれの地方会の伝統と状況に従

って, 地方会任職員会の承認の下で書記が作成するが, 概ね, 順

序及び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１) 登録

２) 開会礼拝

前奏 / 伴奏者

賛美 /  一同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式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司式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6. 지방회 정기총회

(지방회 정기총회의 회순은 각각의 지방회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지방회 임직원회의 승인하에 서기가 작성하나 대개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등록

２) 개회예배

전주 / 반주자

찬송 / 일동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자는 총대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총대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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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聖書 / 担当者

説教 / 担当者

祈祷 / 説教者

聖餐式 / 担当者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 담당자

설교 / 담당자

기도 / 설교자

성찬식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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賛美 / 一同

祝祷 / 地方会長

３) 組織

(１) 総代員点呼 / 地方会書記

(２) 開会宣言 / 議長

(３) 運営委員選定 / 議長

４) 議事 I

(１) 会順採択 / 議長

(２) 前会議録承認 / 議長

５) 来賓紹介 ‧ 新総代員紹介 / 書記

６) 選挙 / 総代

７) 議事II

(１) 任職員会報告 / 担当者

(２) 各部 ‧ 各傘下団体報告 / 担当者

(３) 決算報告 / 担当者

(４) 会計監査報告 / 担当者

８) 献議案審議 / 議長

찬송 / 일 동

축도 / 지방회장

３) 조직

(1) 총대원 점명 / 지방회서기

(2) 개회선언 / 의장

(3) 운영위원회 선정 / 의장

４) 의사Ⅰ 

(1) 회순채택 / 의장

(2) 전회의록 승인 / 의장

５) 내빈소개 및 신총대원 소개 / 지방회서기

６) 선거 / 총대원

７) 의사 Ⅱ

(1) 임직원회 보고 / 담당자

(2) 각부, 각 산하단체 보고 / 담당자

(3) 결산보고 / 담당자

(4) 회계감사 보고 / 담당자

８) 헌의안 심의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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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신년도 예산안심의 / 의장

10) 기타 / 의장

11) 회의록확인 / 의장

12) 폐회예배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설교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지방회장

13) 폐회선언 / 지방회장

(지방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목사안수식, 전도사인허식, 선교사가

입식 등의 순서가 있을 경우는 의사 가운데서 진행함이 바람직하

다.) 

９) 新年度予算案審議 / 議長

10) その他 / 議長

11) 会議録確認 / 議長

12) 閉会礼拝 / 地方会長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説教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地方会長

13) 閉会宣言 / 地方会長

(地方会定期総会席上で, 牧師按手式 ‧ 伝道師認許式 ‧ 宣教師

加入式等のプログラムがある場合は議事の中で行うことが望ま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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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일대한기독교회 정기총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정기총회의 회순은 상임위원회의 승인하에 총

간사와 서기가작성하나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이다.)

1) 등록

2) 개회예배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신앙고백 /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자는 총대원들을 일어서게 한다.)

총대원 :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해 내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

서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

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 부터 해방시키시어, 이

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７. 在日大韓基督教会定期総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の定期総会の会順は常任委員会の承認の

下, 総幹事と書記が作成するが, 概ね次のような順序である)

１) 登録

２) 開会礼拝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信仰告白 / 一同

(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告白を共に告白するのが望ましい. 司

会者は一同を起立させる. )

司会者 : わたしたちの教会の信仰を共に告白しましょう. 

一   同 ：   わたしたちは, 聖書に証しされた主イエス ‧ キリストによ

り, 父 ‧ 子 ‧ 聖霊な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歴史の

中で救いを起こされる神は, かつ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

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い出し, 約束の地に導き入れら

れたように, み子の十字架と復活の恵みにより, 故郷を

離れてさすらった祖先の内よりわたしたちを, 個人と国

家が犯した罪の縄目から解き放ち, 今や主の霊に支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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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導かれた新しい神の民としてこの地に遣わし住まわ

せてくださいました. わたしたちはイエス ‧ キリストにおけ

るこの希望を共に抱き, それをあらゆる民に証しする使

命をわたしたちに委託された神を賛美しつつ, 教会の信

仰を表明し, ここに代々の聖徒と共に使徒信条を告白し

ます. 

我は天地の造り主, 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 我はその

独り子, 我らの主, イエス ‧ キリストを信ず. 主は聖霊に

よりてやどり, おとめマリアより生れ, ポンテオ ‧ ピラトの

もとに苦しみを受け, 十字架につけられ, 死にて葬られ, 

陰府にくだり, 三日目に死人の内よりよみがえり, 天にの

ぼり, 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 かしこよりき

たりて生ける者と死ねる者とを審きたまわん. 我は聖霊

を信ず, 聖なる公同の教会, 聖徒の交わり, 罪のゆるし, 

からだのよみがえり, とこしえのいのちを信ず. アーメン. 

罪の懺悔及び赦しの宣言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賛揚 / 聖歌隊

(省略可)

説教 / 担当者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하여 주셨사오니,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어,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와 같이 사도신경을 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의 참회 및 용서의 선언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찬양 / 성가대

(생략 가)

설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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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餐式 / 担当者

賛美 / 一同

祝祷 / 総会長

３) 開会

(１) 開会辞 / 総会長

(２) 会員点呼 / 書記

       (登録時に地方会書記が確認をして, 結果を総会書記が発表

する)

(３) 開会宣言 / 議長

(４) 新総代員紹介 / 書記

(４) 来賓紹介及び来賓挨拶 / 総幹事

(５) 案内 / 担当者

４) 議事Ⅰ

(１) 会順採択 / 議長

(２) 議事進行に関する議案 / 議長

    ·     会録書記選出 / 議長

    ·     各種委員承認(献議案審査委員 ‧ 報告書審査委員 ‧ 選挙管

理委員 ‧ 議事進行委員)

(３) 前回会議録承認 / 議長

(４) 総幹事報告 / 総幹事

(５) 委員会 ‧ 機関活動報告 / 担当者

성찬식 / 담당자

찬송 / 일동

축도 / 총회장

3) 개회

(1) 개회사 / 총회장

(2)   회원점명 / 서기(등록시에 각 지방회 서기가 확인하여 결과를 

총회 서기가 발표한다.)

(3) 개회선언 / 의장

(4) 신총대원 소개 / 서기

(5) 내빈소개 및 인사 / 총간사

(6) 안내 / 담당자

4) 의사Ⅰ

(1) 회순채택 / 의장

(2)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 / 의장

    ·      회의록서기 선출

    ·     각종위원 (헌의안심사위원, 보고서심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의사진행위원 등) 승인

(3) 전회회의록 승인 / 의장

(4) 총간사보고 / 총간사

(5) 위원회, 기관 활동보고 / 담당자

(6) 회계보고 / 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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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会計報告 / 財政委員長

(７) 会計監査報告 / 監査

５) 組織

(１) 選挙

総会長 ‧ 副総会長(牧師 ‧ 長老)選挙

書記 ‧ 副書記選任

委員長選任

委員会組織

各委員承認

※     総幹事選出(選挙または信任時もある)

(２) 新 ‧ 旧常任委員交代

６) 議事Ⅱ

(１) 委員会活動計画発表

(２) 報告書審査報告

(３) 予算案審議

(４) 献議案審議

(５) 次期会場 ‧ 日時決定

７) 閉会礼拝

黙祷 / 一同

賛美 / 一同

(7) 회계감사보고 / 감사

5) 조직

(1) 선거

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선거

서기·부서기 선임

위원장 선임

위원회 조직

각위원 승인

총간사 선거(또는 신임)

(2) 신·구 임원 및 위원장 교대

6) 의사Ⅱ

(1) 위원회활동 계획 발표

(2) 보고서 심사보고

(3) 예산안 심의

(4) 헌의안 심의

(5) 차기 회의장 및 일시결정

7) 폐회예배

묵도 / 일동

찬송 /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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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祷 / 担当者

聖書 / 担当者

説教 / 新任総会長

祈祷 / 説教者

賛美 / 一同

祝祷 / 新任総会長

８) 閉会宣言 / 新任総会長

※     一日目の夕, 二日目の朝と夕, 三日目の朝にはそれぞれ宣教

の夕べ ‧ 敬虔会 ‧ 追悼礼拝などが組み入れられる. 

기도 / 담당자

성경 / 담당자

설교 / 신임총회장

기도 / 설교자

찬송 / 일동

축도 / 신임총회장

8) 폐회선언 신임총회장

※     첫째날 밤, 둘째 날 아침과 밤, 세째 날 아침에는 각각 선교의 

밤, 경건회, 추도예배등을 적절하게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