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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인도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유
한한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모래처럼 바스러질 헛된 
것들을 소유하고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해 주십시오.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
시고, 짧은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고통과 죽음으로 뒤덮인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를 위해 나선 시민들,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시아인들, 매일 수
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브라질과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 코로
나로 더더욱 삶이 피폐해진 난민촌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들의 눈
물을 닦아 주시고, 인간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25:6~8 ·············································   인도자
▲ 교 독 문 ····································   6. 시편 10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219. 주 하나님의 사랑은 ································   다 함께
▲ 성경봉독 ····································   전 7:1~10 ·············································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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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주 ······································  광야를 지나며 ····························   김서영 여선형
말   씀 ·····························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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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끝맺어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한계 안에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삶을 꾸
려 가십시오. 눈물 흘리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웃으며, 마음을 나누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내일의 삶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허망한 일로 동
분서주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탐욕과 아첨, 자만과 분노
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때까지 의
미 있게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곁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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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설교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인도자 이범석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교회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교회소식

1. 비대면예배 :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2. 선교회 : 오늘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카톡방이나 줌을 통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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