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인사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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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제정사 / 성령임재의 기원 / 분급 집례자

성탄절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더욱 하나되기를 힘쓰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삶이 하나되
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찬양*

Merry Christmas

입례송 *

찬송가 123장 <저 들밖에 한밤중에-후렴>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Loudate Omnes Gentes>
Loudate Omenes Gentes - 모든 민족들아 찬양하라
Loudate Dominum - 주님을 찬양하라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찬
 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회 중:이
 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함께 : 보
 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1. 그 맑고 환한 밤

축도*

김영석 목사

2. 저들밖에 한 밤중에

성탄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다같이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인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탄하신 오늘, 저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따르겠다
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
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삶과, 만나는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
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가족과 이웃에게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끔씩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용기를 얻고 바른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이웃의 슬픔을 들을 때, 진
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
지 않고 인도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송

세례식

유아 세례자 부모의 간증
세례 - 임주하 (부모: 임경훈, 주 영 집사)
김예솔 (부모: 김용석, 유재연 집사)

성인 세례자 간증
세례 - 박소영 (후견인: 조진철, 이아름, 송민천, 김미소)
추인미 (후견인: 정호영, 조영남, 정유민, 송민혜)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아이들 특송 및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우리 교회의 기도

다같이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성탄절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
성경봉독 *

배화교회 성도들

고린도후서 5장 15,17절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
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의 메시지

김영석 목사 어제를 벗다, 새로운 나에 도전하다

회개의 기도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부활
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새롭게 하
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집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