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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추수감사주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산과 들이 다채롭게 물드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자연을 보며 성실히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자연을 닮아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갈 기
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고 닫
힌 관계의 문이 잘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답답한 현실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
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버팀목
이 되어준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 16:11 ··············································   인도자
▲ 교 독 문 ·································   106. 감사절(2)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찬    양 ···························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살후 2:13~17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 I .  이한림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특   송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   청파찬양대
말   씀 ·······································   든든히 서서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588.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곳곳에 숨겨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쉴 곳이 되어 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 불평만 하며 지낸 지난날의 모습
을 반성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
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좋은 소식이 담긴 주님의 편지가 되겠
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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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권혁순 조항미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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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 :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 예배 : 현장예배에 1,2부 각각 2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석 희망자는 

교회홈페이지나 카톡채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20, 
2부 예배는 11시입니다.  

3. 수요집회 재개 : 이번 주부터 수요집회를 재개합니다.
헌금 영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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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꿈헌금   민  준 박진영 변수련 이기창 소은정
생일감사헌금 이현죽       구제헌금       김혜영b 이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