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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렬 목사
1. 서 론

2. 본 론
2.1.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이사야11장1절)

성탄 축하 예배

2.2.성령님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입니다.(이사야11장2-5절)

2.3.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평화의 왕이십니다.(이사야11장6-9절)

3. 결론

교회소식
1. 물댄동산 수림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3.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4. 송구영신예배
- 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저녁 11시부터
- 장소: 물댄동산수림교회 본당
- 내용: 1년 돌아보기, 성찬식, 말씀카드 뽑기, 서리집사 임명, 축복 등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축하예배 오전11시
※예배의 부름 --------------------- 이 사 야 9장 6절 --------------------- 인도자
※예배의 기원 ----------------------------------------------------------- 인도자
※찬 양 ------------------ 115장/기쁘다 구주 오셨네 ------------------ 다함께
※성탄절을 위한 찬양의 고백 ------------------------------------------- 다함께
인도자: 말씀의 육신이 되셨습니다.
다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자: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도자: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도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다함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위에 계십니
다. 그를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응답송 ----------------- 126장/천사 찬송하기를 ---------------------- 다함께

예배인도: 신종렬 목사
※참회 기도 -- - --------------------------------------------------------- 다함께
<침묵기도 마치면서 고백하기>
인도자: 우리의 죄를 다함께 고백합시다.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성탄절에 주님 앞에 서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우리의 마음
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고, 그리하여 주
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 요한복음3장16절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 --- 신승희 권사
어린이설교 ------------------- 가장 귀한 선 물 ----------------- 임경연 전도사
유아세례예식 --------------------------------------------------- 집례자/대상자
대상자: ①손하진 ②양시아 ③이하율 ④진리언
성탄찬양 ---------------------------------------------------- 유아유치부,아동부
성경봉독 ---------------------- 이사야11장1-10절---------------------- 인도자
평화의 인사(the Peace) ------------------------------------------------- 다함께
인도자 :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다함께 :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 거룩한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선포 ------------------------ 평화의 왕 ---------------------- 신종렬 목사
결단의 찬양과 기도 ----------------------------------------------------- 다함께
봉 헌 ----------- 내게 있는 향유옥합/헌금은 들어오시면서 ----------- 다함께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및새신자소개 --------------------------------------------------- 인도자
※찬 송 ---------------- 123장/저 들 밖에 한밤중에 ----------------- 다함께
※축 도 -------------------------------------------------------------- 인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