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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3주 】

                                                                                 인도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
합니다. 주님,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의 숫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막막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가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시고, 이 땅의 교
회가 예수의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늘 갈등을 반복하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
하기에 앞서 공공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자기의 이익을 
공공의 선으로 포장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
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빌 4:6~7 ··············································   인도자
  교 독 문 ·································   84. 히브리서 11장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322.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다 함께
  성경봉독 ·····································   시 37:34~40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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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   세상이 아파요 ·········   권민교 어린이· 유지은 집사
    말   씀 ····································   미래는 있는가?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484. 내 맘의 주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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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바
르지 않은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진실과 정직과 평화만이 우리를 생명
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힘들 때마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듯 살아온 지
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릇된 것
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
아가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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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교회소식
1. 영상 예배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당분간 예배를 영상예배(11시)로

만 드리겠습니다. 
2. 청파 장학금 수여 : 2020년 청파장학금 수여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온라인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 교회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송금 시 성명과 헌금항목(십일조·월정·감사)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광고 : 유튜브에서 예배 영상을 추후에 시청할 경우 광고가 뜹니다. 이는 교회
    에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올리는 것으로 교회측에서 조정이 불가합니
    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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