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LY FRIDAY                                                                                                                    

APRIL 19th, 2019  

 

WORDS FROM THE CROSS 

 

 

 

 

 
 

 

 

 

 

 

 

 

 

 

We receive our liturgy, and quietly enter, taking our seats 

Take a piece of paper with a pen or pencil 
 



 

 

Requiem – Pie Jesu (Sarah Brightman, Paul Miles-Kingston, 

Andrew Lloyd Weber)  
https://www.youtube.com/watch?v=31oAcmBz044 

 

Andrew Lloyd Weber wrote Pie Jesu inspired by two separate 

tragedies—a journalist who had interviewed him just weeks before 

dying in Northern Ireland as a result of the ‘civil war’ in Northern 

Ireland, and the story of a Cambodian boy who was forced to murder 

his mutilated sister or be executed himself. He took to writing music 

as a way to cope with and express his grief. When he finished 

his Requiem, Webber dedicated it to his father who passed away in 

1982. 

 

Pie Jesu, pie Jesu, pie Jesu, pie Jesu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dona eis requiem 

Pie Jesu, pie Jesu, pie Jesu, pie Jesu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dona eis requiem 

Agnus Dei, Agnus Dei,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Sempiternam 

Requiem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them rest, grant them rest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merciful Jesus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them rest, grant them rest 

Lamb of God, Lamb of God, Lamb of God,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them rest, grant them rest 

everlasting 

everlasting 

rest 

https://www.youtube.com/watch?v=31oAcmBz044


 

 

FIRST WORD    
Reading:  Two others also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When they came to the place that is called 

‘The Skull’, they crucified Jesus there with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Then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2-34)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2-34)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Reflection:  Look at the image 

 

A Portrait of nailed feet and a soft dying lamb – Artist, Harrie Fasher 



 

 

 

Jesus forgave their sins…debts…trespasses. 

Jesus, as you forgave, help us to forgive those who have 

ignored…oppressed…abused…made us 

fearful…manipulated…starved us of love…devalued us… 

Jesus, heal our numbness…pain…resentment…anger. 

We need to be forgiven when we 

ignore…oppress…abuse…manipulate…devalue 

Forgive our sins…debts…trespasses… 

Forgive our sins…debts…trespasses… 

Amen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빚,… 부정…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대로, 우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모욕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의 무감각을 치료해 주세요...고통...분노… 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무시하하거나 압제하거나 모욕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빚을, 부정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죄를, 빚을, 부정을 용서해 주소서. 

아멘 
 

Song: O sacred head sore wounded, 

           with grief and shame weighed down; 

          O kingly head surrounded 

          with thorns your only crown; 

          death’s shadows rise above you, 

          the glow of life decays; 

          yet hosts of heaven adore you 

          and tremble as they gaze   

                                                                                  (TIS 339)                                                                  

                                                                                                                                         
 



 

 

 Prayer:  On this day, at this time, whatever our faith or lack of it, we 

accept, deep in our hearts, the only words that can set us free: Your 

sins are forgiven. 

Our sins are forgiven  

Amen 

 

이 날,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떠하든지간에, 우리 마음 

속 깊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말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 졌습니다.” 아멘 

 

SILENCE 
 

SECOND WORD   

Reading: One of the criminals who was hanged there kept deriding 

him and saying, ‘Are you not the Messiah?  Save yourself and us.’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And we indeed have 

been condemn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we deserve for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The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He replied, 

‘Truly I tell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 

39 – 43) 

 

‘Truly I tell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Reflection: Look at the ‘The Prodigal Son’ and consider the light, the 

shadows, the colour, the way each person is dressed, and the brothers 

as they look on.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며 빛, 그림자, 색깔, 각 사람의 의상,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고려하십시오. 

 
 

 
 

The Prodigal Son, Geliy Korshev 

 

We are not abandoned.  We journey in hope. 

Our hearts can still sing, even in dark days. 

And in the last moments of his life on earth, 

the man hanging beside Jesus, 

in that place of apparently ultimate abandonment,  

discovered these truths for himself.  

He returned home, rejoicing.   

And in the walled garden of Paradise… 

the place of honour and of friendship… 



 

 

encountered the face of Love.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안고 여행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죄인 중의 한 사람 

궁극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국의 담에 둘러싸인 정원에서 

명예와 우정의 장소 

사랑의 얼굴을 마주 하고… 

 

 

So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aizé, Jacques Berthier, TIS 730) 

 

 

Prayer:   

Lord Jesus, remember us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Remember us, not for our impressive CV,  

nor for the things we hope will appear in our obituaries.  

Remember us, not for the virtues we occasionally display,  

nor for the great things we think we have done in your name.  

 Remember us as flawed and failing people,  

like those who hung on either side of you.   

Lord Jesus, remember us when we come into your kingdom.                  

Amen  

 



 

 

주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상적인 인생의 이력이나 경력이 아닌,  

또는 우리의 무덤에 기록되거나 부고란에 기록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그 

어떤 이력도 아닌.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끔 보여 주는 미덕이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위대한 일들이 아닌,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결점이나 실패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의 어느 한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처럼   

주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아멘. 

 
 

SILENCE 

 

THIRD WORD   

Reading: Meanwhile, standing near the 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eopas, and Mary 

Magdalene.  When Jesus saw his mother and his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beside her, he said to his mother, ‘Woman, here is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And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own home. (John 

19: 25 – 27) 

 

‘Woman, here is your son’... (pause)… ‘Here is your mother.’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Reflection:  Look at the image  

 

 
 

I saw a hand stretching out to me. It was my mother’s hand 

 

 On September 11, 2001, there were many ‘last words’ from hijacked 

planes and the twin towers, telephone calls to say goodbye and to 

offer final words of care and love to those who were loved…Someone 

who is about to die in terrible anguish makes room in their mind for 

someone else; for the grief and terror of someone they love.  They do 

what they can to take some atom of that pain away from the 

other…that moment of ‘making room’ is what I as a Christian have to 

notice.  It isn’t ‘pious’, it isn’t language about God; it’s simply 

language that brings into the world something other than self-

defensiveness.  It’s a breathing space.   

Rowan Williams, Writings in the Dust 

 

2001 년 9 월 11 일, 공중 납치된 비행기와 쌍둥이 빌딩의 충돌사고에서 

많은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은 마지막으로 안녕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기 위하여 쉴새 없이 울려댔다.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이는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또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두려움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일부를 다른 쪽의 '방을 만드는 '순간에서 떼어놓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알아채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 이외의 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단순한 언어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Song:  What language shall I borrow 

            to praise you heavenly friend, 

            for this your dying sorrow, 

            your mercy without end? 

           Such agony and dying! 

           Such love to sinners free! 

           O Christ all grace supplying, 

           turn now your face on me 

                                                                                 (TIS 339) 

                                                                                                                                  

Prayer: 

Where our families are open, loving and supportive,  

Lord Jesus, shield our joy.   

Where our families are tense, troubled and fragmented, 

Lord Jesus, guide us to find a way through pain. 

 

Where our churches are welcoming, including and encouraging,  

Lord Jesus confirm and strengthen them.   

Where our churches are introverted, suspicious and suffocated, 

 Lord Jesus redeem and renew them.  

 

For ourselves, in this place of worship,  

surrounded by people whose journey we have not travelled,  

whose depth of faith we do not know,  

whose potential we cannot imagine,  

help us to believe that we belong together.   

Amen 

 

우리 가족이 모두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곳에서  

주님, 우리의 기쁨을 숨겨 주소서.   



 

 

우리 가족이 긴장하고, 곤경에 처하고, 흩어진 곳에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고통을 통한 방법을 찾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환영하고 격려하는 곳에서는  

주 예수님은 그들을 확인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향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질식사한 곳이라면 

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둘러 싸여  

우리가 모르는 깊은 신앙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소서.  아멘 

 

SILENCE 
 

FOURTH WORD    

Reading: When it was noon,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At three o’clock,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Eloi, Eloi, Ie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한낮이 되자, 온 땅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세시가 되었습니다. 세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Reflection:   Look at Salvador Dalí’s ‘Christ of St John of the Cross.’ 

He wrote. ‘I had a 'cosmic dream' in which I saw this image in colour 

and which in my dream represented the 'nucleus of the atom.' This 

nucleus later took on a metaphysical sense; I considered it 'the very 

unity of the universe,' the Christ!’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형상을 색깔로 보는 '우주적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원자의 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핵은 이후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주의 하나됨',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From the very depths of suffering 

those haunting words of utter despair. 



 

 

Left alone, abandoned, we too may cry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n times of trial this is the cry of one who believes in God 

even when faith is fragile. 

We stretch out empty handed, hoping…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에 찬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  

홀로 남겨지면, 버려진 채로 남아서, 우리도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련의 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외침이다.  

믿음이 깨지기 쉬울 때 조차도   

우리는 빈 손을 뻗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Song: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answer me.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r my prayer 

            Come and listen to me 

                                             (Taizé, Jacques Berthier, TIS 741) 
 

Prayer:  We stretch out empty handed, hoping… 

              Amen 

 

기도: 우리는 빈 손을 뻗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 

 

 

SILENCE 
 

FIFTH WORD    

Reading: After this, when Jesus knew that all was finished, he said 

(in order to fulfil the scripture) ‘I am thirsty.’  A jar full of sour wine 

was standing there.  So, they put a sponge full of the wine on a branch 

of hyssop and held it to his mouth.  (John 19:28) 

 

‘I thirst’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내가 목마르다” 

 

Reflection:  Look at the image of Cardinal George Pell, stripped of 

his social position, despised by all alike. Jesus, stripped of his 

garments, takes on the condition of the fallen man and woman – even 

Pell. 

 

 
Rodney Pople 2019 

 

 

There’s a silent, screaming slide  

into the bowels of ultimate despair. 

Hostage is a man hanging by his fingernails over the edge of chaos. 



 

 

Hostage is the humiliating stripping away of every sense and fibre,  

of body, mind and spirit 

that make him what he is… 

But he’s a human being, 

a unique and beautiful creation,  

of which these things should form no part.                                                   

Brian Keenan, Irish Schoolteacher, who lived in solitary 

confinement for four years in Beirut. 
 

조용하지만, 그러나 때론 시끄러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로 

인질이란 궁지에 몰린 손톱으로 매달린 남자를 말합니다.  

인질이란 모든 감각과 섬유를 빼앗아 가는 굴욕적인 벗겨 내기입니다.  

심신의 

그래서 지금의 그가... 

하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어떤 부분도 부스러져서는 안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아일랜드의 교사인 브라이언 케넌은 4 년간 베이루트에서 독방 감금 

상태로 지냈다.) 

 

 

Song:  Here hangs a man discarded,  

            a scarecrow hoisted high 

            a nonsense pointing nowhere 

            to all who hurry by. 

 

          Can such a clown of sorrows 

          still bring a useful word 

          where faith and love seem phantoms 

          and every hope absurd 

                                                        (TIS 356, sung to TIS 339) 
 



 

 

Prayer: 

Humankind cannot bear too much reality.  

I have seen situations of torture: South Sudan, Syria, Iraq, Yemen, 

places where the “Pacific Solution” is offered: Nauru and Manus 

Island, where people go slowly or quickly crazy, where the worst of 

what humans and governments do is on show. 

   

The Living Water is dry and dying and we struggle to watch, to stay.   

We want to run from here, or raise our fists and fight this.   

Give us the courage to still our feet:   

the courage to stay with you, where you already are,  

in the places where you suffer still 

Amen  
 

인류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를 견뎌 내지 못합니다.  

고문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남부 수단, 시리아, 이라크, 예멘, 

"평화적 해결책"이 제공되는 장소: 나우루와 마누스 섬,  

그곳은 사람들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미쳐 가고,  

최악의 인간과 정부가 하는 일을 보여 줍니다. 

 

살아 있는 물이 말라서 죽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머물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망 치거나,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고 싶어요.   

우리의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용기를 주세요:   

네가 이미 있는 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용기  

네가 아직도 고통 받는 곳에서… 아멘 

 

 

SILENCE 

 

SIXTH WORD   

Reading: When Jesus had received the wine, he said, ‘It is finished.’ 

(John 19:30) 

 



 

 

‘It is finished.’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요 19:30) 

“다 이루었다.” 

 

Reflection:  Look at the image of the Christ at the point of death 

주님의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목도합니다. 

 

 

 
 

 

Life taking on the powers is dangerous. 

Origen of Alexandria hands to us a statement of Jesus not found in 

Scripture, but true nevertheless.  

 

“Whoever is close to me, is close to the fire; whoever is far from me, 

is far from the Kingdom.” 

 

It is dangerous being close to Jesus; 

It threatens to set us afire, to consume us.  

And only in the face of this danger does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that has come near in him, light up. 

(Johann Baptist Metz: Gefärlich Christus – the dangerous Christ) 

 



 

 

What I must now do  

to follow in your footsteps 

and continue what you began?  

 

힘에 의존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오리겐이 성경에서는 없지만, 실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은 불에 가까이 있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릴 불 태우고 태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위험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 속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 뱁티스트 메츠: 위험한 그리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Song: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Live in charity and steadfast love 

            Live in charity, God will dwell with you   

                                                        (Taizé, Jacques Berthier) 

 

 

 
 

Prayer:  O God, help me to follow in your footsteps and continue 

what you began 

Amen   

 

오 하나님,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고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십시오.  아멘 

 

AN ACT OF CONFESSION AND PENITENCE 

We use a pen and paper to confess our failings: ways in which we 

have shared in and contribute to the world’s brokenness. We take the 

paper to the base of the cross and leave it. 

 

고백과 참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이 세계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쓰신 후엔 종이를 십자가의 

밑부분에 조용히 갖다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SEVENTH WORD   

Reading:  It was now about noon and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ree in the afternoon, while the sun’s light failed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Then Jesus, crying with a loud 

voice, sai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Having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Reflection: Reflect on how even reality and history share the pain of 

the crucifixion: the light dims, darkness overtakes the world.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이 현실과 역사에서도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Loving God, 

Reality shared your pain, as the light darkened. 

And the curtain tore in two. 

The temple that conspired with Rome to kill Jesus                                 

received your verdict.  

And access to you is unencumbered by  

those powers that claimed to speak for you. 

You come to us through Jesus. 

We come to you through Jesus.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빛이 어두워짐에 따라 현실이 당신의 고통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로마와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인 성전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그 힘에 의해 

거리낌 없이 다가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 갑니다. 

 

 

Song:  Life emptied of all meaning, 

           drained out in bleak distress, 

           can share in broken silence  

           my deepest emptiness 

 

          Christ in our darkness risen 

          help all who long for light 

          to hold the hand of promise  

          and walk into the night.                                      

                                                         (TIS 356, sung to TIS 339) 
 

Prayer:   

Christ make my flesh your home,  

my hands your hands,  

My faltering love the starting point  



 

 

for your unwavering passion.   

That my starving spirit might be renewed.  

That the world might change, if only a little.  

Even as I hesitate hear me say:  

Christ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Amen 

 

그리스도는 나의 육체를 당신의 거처로 만드십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됩니다.  

나의 그저 부족하기만 한 사랑의 모습이  

주님의 변합없이 확고한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나의 굶주린 영혼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멘. 

 

SILENCE 

 

Per crucem et passionem tuam libera nos domine” – “By your 

Cross and Passion, Free Us Lord” (Taizé)  
https://www.youtube.com/watch?v=aoFmCTZqgro 
 

We leave in silence 

 

 

 

 

 

 

 

 

 

 

 

 

https://www.youtube.com/watch?v=aoFmCTZqgro


 

 

 

 

 

 

 

 

 

 

 

 
 

 

 

 

 

 

 

 

 

 

 

 

 

 

 

 

(Reflections and prayers by Catherine Benbow, Karen Bowden, Elaine Gisbourne, Malcolm 

King, Peter Millar, Rowan Williams, Carolyn Smyth, David McNeish JSP) 
Reference:  Taken from the pilgrimage through the village of Iona, Easter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