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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감사 예배 순서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촛불 점화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122. 참 반가운 성도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가장 귀한 것,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크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이 깃
든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작고 연약한 생
명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찬양대

▲ 성경봉독 ………………… 눅 2:1-7 …………………………… 인도자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회  중 :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    씀 …………… 연약함 속에 깃든 신비   ………………  김기석 목사
칸 타 타 ………………………………………………………………… 청파찬양대

1. 작은 불꽃 하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x2)
산위에 올라가 크게 외쳐라(x3) 오 예수 세상의 구세주
예수 세상의 구세주
2.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3. 찬미의 캐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x3) 구주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화답하여라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x3) 높이계신 주께 아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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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자 모두 기뻐해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 듣세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을 따라 왔네 주님 나신 말구유 찾았네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셨네 참 놀라운 사랑의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 구유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하시네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 듣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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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입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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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은 기쁨을 널리 전하며 사십시오.
2. 세례입교식 : 오늘 세례입교하신 분 모두 축하합니다. 

유아세례자 - 강이준 김수현 김예준 김해솔 박시온 박시원 박해인 채에반
세례입교자 - 전병호
입  교  자 - 김예찬 김주희 박민선 서해나 심민지 홍가원 

3. 신년 달력 : 2020년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가정이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 식탁교제 :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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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식당 봉사 : 이현순 이증자 조미선 이행진 김영읍 김숙희 소광섭 박기태
      설거지 봉사 : 청년부
  29일 식당 봉사 : 진정숙 최윤화 정연경 류형민 이미영 박기원 홍윤선 이용석
      설거지 봉사 : 청파7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