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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감사 예배 순서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촛불 점화 ……………………………………………………………… 담임목사

♠경배의 찬송 ………… 108. 그 어린 주 예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소식
을 기쁘게 전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쁨 가운데 전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기쁨의 시간에도 큰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이를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 119. 성탄절(1) …………………… 다 함께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찬양대

♠성경봉독 …………………… 눅1:46-56 …………………………… 인도자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    씀 ………………… 불온한 노래 ………………  김기석 목사

칸 타 타 …………………………………………………………… 청파찬양대

• 사랑의 왕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백성 맞으라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이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위에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사랑의 왕

•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기쁨을 전하는 자여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전하는 자여 
깨어 깨어 유다 고을마다 알려라 보라 주를 보라



주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셨도다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유다 고을마다 알려라 보라 보라 
주의 영광 영광 주 영광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셨도다 

• 별의 캐롤
오늘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주예수 말구유에 누웠네
다와서 선물 요람앞에 놓자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크리스마스날 하늘에 빛나는 별빛보라
즐겁게 가보세 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어머니 품에 누워있는 예수 고요히 잠을 자고있네
목자들 주께 경배하러왔네 주 예수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네
크리스마스날 하늘의 빛나는 별빛보라 
즐겁게 가보세 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모두 다 함께 아기에게 경배 크리스마스 날 주의 나심 축하해
만백성 구원하러 주 오셨다 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크리스마스날 하늘의 빛나는 별빛보라 
즐겁게 가보세 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어서 빨리 저 베들레헴에서 경배해

• O Holy Night(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님 오셨네
한 새로운 영광의 동이 트니 저 피곤한자 모두 기뻐해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 듣세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을 따라왔네 주님 나신 말구유 찾았네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셨네 참 놀라운 사랑의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 구유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하시네
무릎꿇고 저 천사 노래듣세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 거룩한 밤 
구주 예수 영원히 찬양하세 권능과 영광 길이 선포하세
권능 존귀 영광 길이 선포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봉    헌 ………… 111. 귀중한 보배합을(1,2절) …………… 다 함께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찬    양  …………… 115.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다 함께

♠축    복 …………………………………………………………… 담임목사



▣ 알리는 말씀

1. 성탄절 : 예수 나심 좋을시고! 오늘은 구세주가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받은 기쁨을 널리 전하며 사십시오.

2. 식탁교제 :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함께하는 성탄절예배 : 이 시대의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설거지 봉사 : 청년부

  30일 식당 봉사 : 진정숙 최윤화 정연경 류형민 강경화 홍윤선 이용석 최형균
     설거지 봉사 : 청파7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