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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대림절 초 점화)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하나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2주와 성서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
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삶
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기만 한 우리
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돌아
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치장했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
오. 주변을 가득 채운 소리를 줄이고 고요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엡 5:8,9 ···············································   인도자
▲ 교 독 문 ·································  116. 구주 강림2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  김정민 장로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98. 예수님 오소서 ·····································   다 함께
▲ 성경봉독 ···································  시 31:19-24 ····   1부: 인도자/2부: 안미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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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   Ⅰ. 나의 기도 들으소서 ·······················   마중물찬양대
                                   II.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청파찬양대
말   씀 ······································   용기를 내라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 찬    양 ··························  450. 내 평생 소원 이것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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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이 겹쳐 오고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가야 할 길을 바르
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
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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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당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믿음으로 읽는 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시편112편
시편에 대한 오경웅의 한문 해석과 송대선 목사의 해설

敬主無懈 樂道不倦 福哉斯人 聖心所眷 積善之家 必有餘慶 潤身潤屋 子孫克昌
경주무해 낙도불권 복재사인 성심소권 적선지가 필유여경 윤신윤옥 자손극창
溫溫恭人 曖曖含光 慷慨好施 扶弱抑强 福哉斯人 終身無殃 典型常在 萬世流芳
온온공인 애애함광 강개호시 부약억강 복재사인 종신무앙 전형상재 만세류방
厥心堅固 惟主是怙 雖聞凶音 無有恐怖 惟貞無畏 知敵必潰
궐심견고 유주시호 수문흉음 무유공포 유정무외 지적필궤
平生疏財 其德長存 宜其挺秀 頭角崢嶸 不肖覩之 怒目切齒 切齒何爲 胡不遄死
평생소재 기덕장존 의기정수 두각쟁영 불초도지 노목절치 절치하위 호불천사
身敗名裂 何苦出此
신패명렬 하고출차

1 행복하구나 이러한 사람! 주님을 경외함에 게으름 없고 야훼 말씀 즐거워라 
싫증내지 않으니 거룩하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네  2 선한 일 힘쓰니 기쁨 넘치
고  3 덕이 흘러넘치고 집안 또한 넉넉하여 자손들 모두 큰 복을 받는구나  4 이웃
에게 공손하고 내면을 잘 길러서  5 기꺼이 베풀며 불의에 분노하니 약자는 세워
주고 강자는 누르도다  6 이러한 사람 참으로 행복하여라! 생명 있는 동안 해 받지 
않으며 바른 삶의 본보기로 회자되리라 오랫동안 그 명성 떨치게 되리라  7 그 마
음 곧게 지켜 오직 주님 의뢰하니 나쁜 소식 들어도 두려워 않으니  8 굳게 마음 지
켜 두려워 않음은 악한 이들 끝내 망할 것을 앎이라  9 사는 동안 재물은 가난한 이
에게 흘려보내 그의 덕이 정녕 오래 가게 하나니 빼어난 그의 삶 칭송을 받고 뭇 
사람들 높이며 우러르리라  10 어리석은 자 이를 보고 눈을 부라리며 이 갈지만 이
를 간들 무엇하리 제 목숨 재촉할 뿐이라 그 몸 수치 당하고 이름 더럽혀지니 그 
치욕에서 벗어날 길 없으리라



제목인 암연일창闇然日彰은 『중용』에 나오는 말로 ‘군자의 길은 은은한 것 같으나 
날마다 빛이 더하고 소인배의 삶은 한때는 그럴 듯하나 점차 빛을 잃어간다 ’고 하였
다. 

2절의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은 『주역』 「곤괘」의 해설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넘친다’라고 하
였다. 

3절의 윤신윤옥潤身潤屋은 ‘덕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부는 그 집을 윤택하게 
한다’는 부윤옥富潤屋 덕윤신德潤身의 줄임말로 『대학』에 나온다. 

4절의 온온공인溫溫恭人은 『시경』 「대아」 「억」에 ‘따스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사
람 덕 쌓을 수 있게 하는 터전이 되네 애오라지 현명하고 어진 사람은 그에게 좋은 
말을 일러주면 덕을 따라 순조롭게 행동하네’라고 노래하였다. 

같은 절의 애애함광曖曖含光은 최원의 「좌우명」에 ‘드러난 이름이 그 실력에 지나
치지 않게 조심하고 어리석은 듯 행동하는 일은 성인께서도 하셨다. 검은 곳에 잠겨서
도 검게 되지 않아야 귀하니 어둑한 곳에서도 빛을 지녀야 하리라’ 하였다.

9절의 소재疏財는 재물로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잘 돕는다는 소재장의疏財仗義의 
줄임말이다. 

10절의 노목절치怒目切齒는 죽림칠현에 속한 유백륜이 쓴 「주덕송」에 ‘눈을 부라
리고 이를 갈며 예법을 늘어놓고 시비를 칼날처럼 일으켰다.’고 하였다. 

같은 절의 호불천사胡不遄死는 『시경』 「용풍」 「상서」에 ‘쥐를 보니 가진 바 몸뚱
이가 있는데 사람인데 예절이 없구나 사람으로서 예절 없으면 어찌 바로 죽지 않나’
라고 하였다. 같은 절의 신패명렬身敗名裂은 지위를 상실하고 명예도 잃어버린 철저
한 실패를 뜻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도리와 도덕적 행위는 내면에서 비롯된다. 제목처럼 어둑
어둑한 것 같으나 날마다 더 빛나는 것은 희미한 것 같으나 내면에서 빛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를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새김질하는데 권태로워
하지 않아서라고 노래한다. 하느님과 함께하기에 한결 같은 결이 생기고 그 결이 아
름다운 무늬를 낳는다. 결이 생겼으니 흐트러짐이 있을 수 없고 무늬가 생겼으니 절
로 아름다움을 낳는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찌 이름을 구하려 할까? 내실이 깊어지
니 이름은 따라오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하였다. 

                     - 오경웅 지음 • 송대선 옮김 해설, 「시편사색」(꽃자리)중에서 



마음으로 읽는 글

도보순례 이문재

나 돌아갈 것이다
도처의 전원을 끊고 
덜컹거리는 마음의 안달을 
마음껏 등질 것이다

나에게로 혹은 나로부터
발사되던 직선들을
짐짓 무시할 것이다

나 돌아갈 것이다
무심했던 몸의 외곽으로 가
두 손 두 발에게
머리 조아릴 것이다
한없이 작아질 것이다

어둠을 어둡게 할 것이다
소리에 민감하고
냄새에 즉각 반응할 것이다
하나하나 맛을 구별하고
피부를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 눈을 쉬게 할 것이다

이제 일하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일할 것이다
생활하기 위해 생존할 것이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 것이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구재원 권미정 김경혜 김미숙 김성수 이희숙 김수경 김수진b김영락 김영순 
김영호 김예준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린 김정민 
이혜령 김정수 정자현 김정훈 이진영a김진우 임미진 김해선 김현진 김형근 김호식 
최원영 김희진 박홍재 노신후 문복순 박기영 박범희 박상규 안정숙 박숙미 박옥순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박호승 서동우 서해나 설규범 손이주 송남필 송병찬 
신동완 신문희 안현숙 양은혜 오유경 김현동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중희 윤석영 
윤영미 윤영주 이순용 김신실 이시경 이우상 이계월 이우엘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선 이재우 배이화 이재훈 이한나 이한림 김명희a이행진 이현죽 임당재 임성택 
홍순위 임형욱 장기환 장병준 박소현 장현희 전현선 정윤환 정현모 조경자 조경환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병주 조소영 조순덕 최옥분 최옥자 최윤희 최종원 
최형경 노진래 최형민 최희영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선희 홍윤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강승일 김일재 김재영 김태정 나영라 노신후 박재영 이현정 신기호 안현호 엄총명 
유수진 유청빈 이건호a김보민 이광재 이정화 임종수 임창선 장봉수 최지은 함정희 
황경순 무명2

녹색꿈헌금  
강승일 김일재 문복순 안준용 오은영 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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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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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실
유치부실
교육관
중고등부실
지하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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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주일 :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서주일입니다.
2. 당회 : 2019년도 당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3. 교육부 회의 : 교육부 회의가 오늘 12:30에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4. 의무헌금 약정 및 봉사 신청 : 내년도 의무헌금 약정서 및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세례입교 : 이번 성탄절에 (유아)세례‧입교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4일(토) 오후2시, 입교교육은 21일(토) 오
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6. 재무부 회의 : 재무부 회의가 다음 주일(15일) 오후 3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7. 결혼 : 하진솔 씨와 김은혜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4일(토) 오전 11시 더케이스타

웨딩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장례 : 김희우 사모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9. 신앙실천 : 연말이라 여러 단체의 후원 모임이 많이 열립니다. 모든 곳에 참여할 수 없

더라도 가능한 많은 곳에 참여해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마 11:2-11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박홍재 박명제 김재흥
1부 영접위원 김태정 헌금위원 권미정
2부 영접위원 김정민 박석희 이주경 조항미 신영신 안상숙
2부 헌금위원 추헌영 김경혜

식당봉사 오늘       이혜령 박소현 임선자 이희숙 임진엽 정택중 김정훈 장병준
다음주 찬양대 

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오늘)   5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2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다음주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