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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제11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도움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님,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주님의 부족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몸을 낮춰, 겸손히 길을 걸으신 주
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을 불쌍
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참 평화와 참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현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 16:11 ··············································   인도자
▲ 교 독 문 ··································   50. 시편 116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권혁순 장로
2부찬    양 ··························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 함께
▲ 성경봉독 ·····································  욘 2:1~10 ·········································   I.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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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송 ······································  하나님의 은혜 ·································   이광섭 권사
말   씀 ··································   물고기 배 속에서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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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시
오. 고개를 드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깨
어진 틈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잃었던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주시
는 은총에 힘입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나의 의로움만을 앞세운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겠
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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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일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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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 현장예배 참석 희망자는 교회홈페이지나 카톡채널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속회 : 오늘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임이 가능합니다.3. 선교회 : 다음 주일 오후는 선교회로 모입니다.(온오프라인) 총회 후            목회실로 사업보고서와 신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4. 새벽 기도회 재개 :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화~토/새벽6시/교육관). 5. 기부금 영수증 신청 : 교회 홈페이지나 카톡 채널,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영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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