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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1주 】                     인도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치료
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이 어려
운 고비를 잘 넘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봄볕을 받아 활짝 피
어나는 꽃처럼 우리도 하늘의 빛을 받아 이웃에게 밝은 기운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십
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   124. 사순절(1)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응 답 송 ··············································································································   반주자
찬    양 ····································   299. 하나님 사랑은 ···································   다  함께
성경봉독 ··········································   창 3:1-7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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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   뱀이 하는 말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축   복 ·········································································································  김기석 목사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미숙 김기석 김희우 김승현 김수진a김용길 최영혜 김인걸 문영혜
김일재 이재필 김재환 김진선 김정규 이종옥 김정민 이혜령 김종성b서이순 노연정
문희영 박노수 남인자 박병구 박수웅 박영욱 박유경 김성우 방문성 방  민 방  준
배삼순 변희영 서수진 이국노 김민화 이민관 송용화 이부곤 이시경 이영하 이완구
이재삼 전정현 임광호 전병호 이은주 정연경 정영우 김지윤 최은미 한상균
감사헌금
김일재 김정규 이종옥 김진경 송동준 나영란 박병구 김인순 송희원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이시경 정연경 홍기섭
생일감사헌금   무명 1
녹색꿈헌금      김영호 최윤선 무명1

모든 것은 하나부터
                                                                            틱낫한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에 기운을 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준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교회소식
1. 예배 안내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회 집회를 쉽니다. 주일 낮 11시 예

배는 영상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 헌금 안내 : 헌금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봉헌하시기 바랍

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3.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사항을 실
천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달력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
니다. 

• 2월 새교우 명단 : 
강관주  김미숙  김윤옥  김인봉  김혜숙  류병일  문희진  박성희  박수웅  박지영  
박진미  박창오  서병원  손미영  손은주  송명희  윤영임  이   윤  이현민  임혜경  
정영희  최민형  최지희  홍인경  (24명)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미정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청파교회 주일 오전 2부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다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