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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 후 제2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진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찾으셨건만, 우리는 헛
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또렷한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불
충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허탄한 것들은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
께 집중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 주신 선물 같은 이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
니다. 이들 덕분에 한숨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또한 선물이었는지 생각해 보니 부끄러울 뿐입니
다.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
심과 언행이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의 기운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엡 2:4~5 ··············································   인도자
  교 독 문 ······································   60. 시 139편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 함께
  성경봉독 ·······································   잠 2:1~11 ···········································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특   송 ·······································   참 좋으신 주님 ····························  마중물 찬양대
  말  씀 ·····························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 준다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 함께
  찬  양 ·································   454. 주와 같이 되기를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 음
성에 집중하고, 그 뜻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
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
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의 출발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거짓 지혜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날의 모습
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중심을 조
율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 곧 정의와 공정과 정직의 
길에서 하늘의 복을 나누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축   복 ······································································································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교회소식
1. 구역회 : 오늘 예배 후 구역회가 줌을 통해 열립니다. 
2. 결혼 : 나안수 씨와 조소영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 오전 11시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정완 씨와 서담이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 오후 6:30 노블발렌

티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교회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송금 시 
본명과 헌금항목(십일조·월정·감사)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명이 아닌 
경우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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