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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4주 주일 】            

                                                       인도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지켜 주
십시오. 속히 감염의 확산을 막고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병상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이와 생계가 막막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십
시오. 국가는 더욱 민첩하고 세심하게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국민은 더욱 서로
의 곁을 지키며 어려운 이를 힘껏 돕게 해 주십시오.
  주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교인 모두 건강한 모
습으로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하루속히 보고픈 얼굴들을 만
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사 49:13b~15 ·········································   인도자
교 독 문 ··································   127. 사순절(4)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60. 영혼의 햇빛 예수님 ·······························   다 함께
성경봉독 ··································   요 14:25-31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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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  어지신 목자 ······································   남성3중창
말   씀 ··································   분부하신 그대로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322.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두
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
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길을 늘 꿋꿋하
게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유례없는 혼돈을 겪으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때때로 
막막해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
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
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웃에게 그 평화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
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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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교회소식
1. 예배 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 헌금 안내 : 십일조·월정·감사헌금은 새마을금고 0304-09-000598-1 (예금주 : 

청파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송금하실 때에 이름 옆에 헌금 항목을 기재해 주십시
오.  코로나19 재해구호헌금은 새마을금고 9002-1689-6414-8 (예금주 :청파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신앙실천 : 마스크는 되도록 아껴 쓰고, 여분이 있다면 마스크를 사러 가기 어려운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외국인 등-에게 나눠 줍시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지혜 강태화 곽권희 곽새롬 국지연 권미정 김기철 김수진b김애경 김영희 김은지
김인걸 문영혜 김일재 이재필 김정선 김정완 서담이 김정화 김현정 남선옥 동내화
박기영 박범희 박미영 박수웅 박유경 김성우 박준민 최광희 박효진 방종미 방종미
사은기 서동우 손연우 심재남 김성희 안성호 안아림 양선용 양인숙 오재익 우순덕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미정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용현 최연실 이재훈 이치림 강상연 이한림 김명희a이호헌
임당재 이수경 임선자 임   정 장원호 박성희 장은정 전종권 정성식 정성훈 정택중
정현모 조미선 조석현 손영미 조성일 차요한 최소라 고인성 최형민 하현일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장혜정 한상경 한양미 이진영b함정희 홍윤선 황해진 STEVEN HAN 
무명3
감사헌금
우순덕 임혜진 한양미 홍윤선
녹색꿈헌금
윤미경 윤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