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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 후 제3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나의 이상에 맞춰 내
가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
님의 일하심에 몸과 마음을 다해 동참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우리는 쫓기는 사람, 조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삶마
저 성급하게 판단하고 규정짓는 사이에 공동체성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
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살면서 저마다 쌓아 온 삶의 다양한 궤적을 나의 좁다
란 인식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도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엡 2:4~5 ··············································   인도자
  교 독 문 ·····································   18. 시편 31편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다 함께
  성경봉독 ······································   막 1:40~45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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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송 ··········································   주만 의지해 ···································  박승은 청년
  말  씀 ·····································   깨끗하게 되어라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 함께
  찬  양 ·································   394. 이 세상의 친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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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
뢰하고, 삶의 어둠과 눈물을 그대로 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새로이 허락된 생명의 
길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품에서 새롭게 거듭나 이 땅의 빛
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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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예배 : 청파교회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새 책 : 김재흥 목사의 책 <평등과 영원의 복음, 로마서>(동연출판사)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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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영화 곽수정 권경은 김근종 김신실 김인순 김재학 김정은 김지은 김지헌 김진경 
김현주 김형린 김혜정 김희선 나   린 문홍일 박미희 박재영 이현정 박종훈 방대권 방문건 
방문성 서수진 서주리 서혜원 송명희 송주영 신영신 안지민 안현호 오유경 우덕현 우순덕 
유수진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상인 이순용 이지형 최희선 이현죽 장동훈 장현희 
전형구 정선희 정성식 정의준 최영혜 황현주 이윤기 무명 1
감사헌금
강복희 강소영 강애라 강자연 곽권희 곽기영 구은정 권순필 권희진 김경자 김도현 김민규 
김수경 김양숙 김영덕 김영신 김영필 김옥화 김윤선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이재필 김  정 
김정만 김정선 김정준 김평식 김현미 김효선 김희재 나정희 남정희 남희경 노미영 도영지 
동내화 류병일 문홍일 민동성 박권대 박도원 박문현 박민정 박서주 박세은 박숙영 박정연 
박지영 박해호 배강우 배이화 백옥자 변수련 서경국 서민석 여경주 서연미 서현숙 손복미 
손은지 송명희 송미연 송희재 신보영 신영신 신혜원 심소연 심재남 심재승 안미영 안인숙 
양선용 양지은 여선아 오민용 오은경 오자영 우선식 유  미 유성균 유혜정 윤기성 이  건 
김  진 이기창 소은정 이기환 이덕형 이민경 이부곤 이선행 이수경 이승호 이  윤 이은실 
이은진 이은혁 이조연 이주연 이지영 이찬영 이하늘 이현주 이현필 이혜숙 이홍석 임기산 
임다영 임재영 임혜숙 장기풍 장문영 장순영 장양희 장주우 장혜진 정보경 정상윤 정수연 
정연자 정영미 정유진 정윤희 정은주 정일건 정종홍 김선민 정지선 정혜은 정혜진 조동수 
조영은 조예진 조종일 김도해 주여달 최상준 최승렬 최용석 최인선 최정숙 강조아 최정진 
최해순 최호락 문혜진 최희영 한경남 한경훈 한미애 한지혜 한휘건 함규훈 홍춘숙 황소영 
황영란 황인성 황현주 이윤기 CHAJINHEEK STEVENHAN 김진영 유니콘픽처
무명21
생일감사헌금 이미혜
녹색꿈헌금 송명희 윤미경 윤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