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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6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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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발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생명을 살리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
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꿈을 함께 품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려 애쓰지
만, 때때로 그 길이 막힌 듯하여 아득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잘한 성취와 실
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하루하루를 우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어버린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
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시 91:14,15 ···········································   인도자
교 독 문 ········································  79. 요15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함께
성경봉독 ···································   시 129:1~8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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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송 ···································   주의 기도 (중창) ································   청파찬양대
말   씀 ·······················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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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핍박받는 연약한 이들을 
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정의를 굳게 믿으
며,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
종적인 승리자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요 인도
자이심을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악인이 강
성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굳
건히 붙잡겠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힘차게 살아가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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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회 : 오늘 예배 후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줌과 카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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