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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8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찬   송 ·······························  Ⅰ. 29. 성도여 다함께 ·································   다 함께
                                      Ⅱ. 570.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
니다. 높푸른 하늘 아래에서 청명한 공기를 마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거친 세태에서 잠시 벗어
나, 너른 자연의 품속에서, 호흡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
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둥 하나 굳게 세우고, 각자
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고마움을 표현하게 해 주십시
오. 감사와 격려, 위로와 세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60:20 ··············································   인도자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  이범석 목사
2부 응 답 송 ········································································································   찬양대
▲ 성경봉독 ·····································  롬 15:7~9 ·····   1부: 인도자/2부: 조혜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Ⅰ. 날 지으신 주님 ··························   마중물찬양대
                                     Ⅱ. 참 아름다워라                            청파찬양대



말   씀 ······························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 봉   헌 ………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 : 브라스 밴드) ……… 다 함께
                                       (봉헌은 헌금 바구니에)
▲ 봉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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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거친 세상을 따사로운 사랑으로 품어 안
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꺼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길을 여는 일꾼
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제가 먼저 포
용과 긍휼의 손을 내밀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
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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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야외행사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재훈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청파 가을 나들이 쉼 일정
   10:00~10:50   접수 [접수처]
   11:00~12:00   예배 [반원형 극장]
   12:00~12:20   일정 안내 [반원형 극장]
   12:20~13:30   점심 식사 [식당]
   13:30~15:00    - 쉼 활동 - 
                   설렁설렁 전시회 [전시회 마당]
                  설렁설렁 활동 코너 [활동 마당]
                  해설이 있는 숲 산책 [접수처 앞 집합]
                  가벼운 북한산행 [식당 앞 집합]
   15:00~16:20   나무엔의 ‘작은 숲 콘서트’ [반원형 극장]
   16:20~16:30   폐회 [반원형 극장]

▪ 도착 후 접수처에서 이름표를 꼭 받으십시오. (식사 인원 파악)
▪ 교회학교(유아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는 예배를 별도로 드립니다.



청파 가을 나들이 쉼 활동 소개
설렁설렁 전시회 마당 : 청파 교우 중 전문작가님들과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
을 전시하여, 작품세계를 공유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시간
 1) 유영남 -‘풀꽃 이야기’ 믹스미디아
 2) 소광섭 -‘언어의 꽃은 삶이다’ 캘리그라피
 3) 김재환 -‘창조의 세계’ 수중사진, 영상
 4) 이미영 -‘꽃이다’  그림책 원화, 도서
 5) 김숙희 -‘손길 지나간 자리에 꽃피다’ 바느질 공예
 6) 서미경 -‘혼돈으로부터’ 회화
 7) 김지현 -‘고요한 새빛’ 스테인드글라스
 8) 김세영 -‘낮은 봄’ 사진
 9) 권  산 - 365봄 십자가 작가 ‘십자가 순례길’ 사진, 영상
10) 공종철 - 성경인물만화 ‘요나’ 만화, 도서

설렁설렁 활동 마당 :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작품에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시간 
1) 임혜진 - ‘평화를 나누는 그림책’ 도서
            ‘스티커로 꾸미는 예수님과 우리들’ 활동코너
2) 곽권희 -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을이야기’  캔버스 활동코너

해설이 있는 숲 산책 : 설렁설렁 걸으며 숲 해설사의 풀 나무 이야기 듣는 숲길 산
책. 접수처 앞에서 출발.  (선착순 20명)

가벼운 북한산행 : 봉우리에 안 올라도 볼 수 있는 멋진 조망바위길과 아기자기한 숲길 
코스 : 선림사-잣숲-마당바위-발바닥바위-기자촌둘레길-원점 
약간의 식수, 장갑, 등산화는 필수. 식당 앞에서 출발. (소요시간 2시간10분)

나무엔의 작은 숲 콘서트 in 청파 :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며, 요즘에는 시편에 음률
을 더해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나무엔과 함께 하는 숲속 음악회. 반원형 극장.
나무엔 프로필 : 스토리싱어 & 송라이터 / 착한음악연구소장

텀블러에 차 한 잔 : 다양한 커피와 차를 본인이 직접 골라먹는 재미와 환경을 생각
하는 시간 (야외 식당에 위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수정 구혜린 국지연 김도윤 김병대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훈 김충실 조아라 김해선 김형근 박미연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인혁 고숙이 박재영 이현정 박지혜 박지혜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해나 송형운 하미림 심해성 안미숙 안성호 김희숙 양정규 오은영 우경환 
유명호 지성진 유성애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순이 이재선 이정우 
장윤지 이주영 오재영 이지형 이현순 이현죽 임  영 정경례 임진엽 정영례 최옥자 
최정우 이윤숙 하상애 허신열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강대정 김영란 고숙이 권성연 김나름 김수진b김유석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한나 
김훈동 유경순 나영란 남정현 박병구 김인순 박해숙 방종미 서민석 신기호 안현호 
여경주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이상도 이소영 이은빈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임종수 전현호 정상준 정희용 조영순 Janita Simpson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일재 김정화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유치부예배
유초등부예배
중고등부예배
1청년부예배
2청년부예배

10:50
10:50
10:50
10:50
13:30
13:30

유아부실
유치부실
교육관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청년회실

1부예배
2부예배
성서학당
수요집회
새벽기도회

09:30
11:00
13:30
11:00
06:00

대예배실
대예배실
대예배실
교육관
교육관(일･월 쉼)



교회소식
1. 청파가을나들이 : 야외 예배 후 비전센터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여러 활

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헌금 : 오늘 야외 예배 헌금은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 봉헌합니다. 
3. 원로나들이 :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24일(목)에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합

니다.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다녀옵니다. 
4. 추수감사절 :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후에 추수감사절 음악회가 

열립니다. 
5. 신앙실천 : 머문 자리는 마치 왔다가지 않은 것처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미정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조항범 서동우 이범석
1부 영접위원 최재욱 헌금위원 이수정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장병준 설규범 권미숙 한양미 박소현
2부 헌금위원 강세기 조항미

식당봉사 오늘      없음
다음주 박홍재 정연희 안미순 김태정 김영희 오연훈 한상균 조두희

설거지봉사 없음(오늘)  청파7속(다음주)   커피봉사  없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다음주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