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3 6월 7일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 후 제1주】            

                                                       인도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8. 거룩 거룩 거룩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뭐든 쉽게 쓰고 버리고, 빠르고 편한 것만 찾던 
우리의 습관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상기온,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
리가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편히 숨쉬기가 어려워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를 쓰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의 마음을 더욱 갑갑하게 만드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폭력의 소식들
입니다. 주님, 호흡이 있는 생명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과 호흡을 귀히 여기듯 다른 이의 생명과 호흡 또한 귀
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시 84:5-6a ············································   인도자
교 독 문 ······························   80. 고린도후서 4장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393. 오 신실하신 주 ···································   다 함께
성경봉독 ····································   욥 39:1-8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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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   주 예수보다 더 ················   이건호 이돈섭 이순용
말   씀 ·····································   너는 아느냐?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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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크신 주님 앞에 우
리의 작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나누어 받은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
며 뭇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호흡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한 줌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
하며 뭇 생명을 도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버
리겠습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뭇 생
명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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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헌금 영수기                 (교회계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금분)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복희 강소영 강혜란 고형은 구혜린 권두리 권미숙 김광일 이부용 김미숙 김상옥 
정서옥 김성순 김수경 김수연 김수진b김승현 김수진a김유석 김윤옥 김인걸 문영혜
김일재 이재필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정준 김종성 서이순 김태한 김형린 김형욱
김혜정 김희선 남명진 김애정 노미향 노연정 박노수 남인자 박범희 박미영 박성일
박수웅 박순옥 박시내 박유경 김성우 박해숙 박현진 방문성 방종미 배삼순 백혜숙
사혜리 서성호 서정순 손미영 송은아 송제이 송행신 안인숙 안종일 안현숙 안현주
양선용 오미숙 오재형 임고운 유수미 유은정 윤영미 윤인주 윤정인 이광재 이미휘
이범석 류정욱 이순용 김신실 이재훈 이정훈 이지원 이창선 이창직 이한림 김명희
임기산 임당재 이수경 임선자 임성택 장영숙 장은서 전병호 이은주 전현선 정규진 
김정선 정병옥 이수민 정수연 정연경 정유진 정택중 조두희 조성재 조소영 조아라 
김충실 조윤서 천정숙 최승주 최인선 최진성 최영은 최형민 최희영 한기택 한선희
허은영 현승훈 현지우 홍윤선 홍춘숙 LEEJAECHEO STEVEN HAN 무명 2
감사헌금
강상연 권은나 김루디 김우진 김정린 김주희 김태숙 박권대 박재영 이현정 변재민 
이소혜 서윤정 석지은 안아림 안홍숙 오세진 윤영미 윤정득 이기창 소은정 이덕형
이찬영 이현민 임설희 장은정 전현숙 조치형 최은실 한규숙 홍유진 무명 5

교회소식
1. 삼위일체주일 : 오늘은 삼위일체기념주일이며 평신도주일입니다. 
2. 영상예배 : 지역 감염 확산으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결혼 : 임세준 씨와 성효정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2일(금) 저녁 7시 더베일리 

하우스 삼성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헌금계좌-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송금시 본명과 헌금 항목(십일조, 월정, 감사) 기입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