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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4주 】         인도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
합니다. 가을 햇살이 가닿으니 밤은 아람이 벌어지고 빨간 고추는 투명해집
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이 가을 햇살처럼 우리에게 와닿
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튼실해지고 맑아지길 원합니
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추분 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
은 선선합니다. 아직 절기에 맞게 자연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스럽
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제라
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마 5:9,10 ··············································   인도자
    교 독 문 ·································  71. 이사야 55장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다 함께
    성경봉독 ·································   대하 12:5~12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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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송 ···································   나사로야 나오라 ·······························   김재흥 목사
말   씀 ·································   스마야와 르호보암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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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만을 쫓다가 옳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십시오. 내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길이 주님을 버리는 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늘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
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본(本)으로 삼으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자주 욕망에 이끌려 그릇된 길을 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욕망의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
을 비추어 보며 살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
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
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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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교회소식
1. 비대면예배 :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2. 세계성찬주일 : 다음 주일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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