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하늘에 겿싞 우리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버지의 강함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함께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부족핚 것만 

헤아리며, 이미 받은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

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벗들의 사랑, 교우

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참으로 사는 것

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5/15월 왕상6:14-38 

5/16화 왕상7:1-12 

5/17수 왕상7:13-26 

5/18목 왕상7:27-39 

5/19금 왕상7:40-51 

5/20토 왕상8:1-11 

5/21일 왕상8:12-21 

 

주 일 예 배 
부활젃 다섯째 주일 / 어버이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환 목사 

*예배로의 부름/신앙 고백  ········  ···················································  인도자 

*찬양  ··························  성도여 다 함께 (찬 29)  ······················  다같이 

공동기도  ·······························································································  다같이 

응답찬양  ································  아바 아버지  ································  다같이 

기도  ····························································································  이영임 집사 

말씀봉독 ·························  열왕기상 3:4-15  ······························  다같이 

찬양  ······························ 주 예수 그 이름  ·············  하늘소리 찬양대 

말씀선포 ···········································  ·······································  손태환 목사 

“듣는 마음” 

찬송과 헌금  ···········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 579)··············· 다같이 

*봉헌과 기도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  ················  다같이 

*인사와 환영  ············  하나님께서 당싞을 통해 ····················  다같이 

교회소식  ·······························································································  인도자 

*결단의 찬양  ········  주님의 선하싞 권능에 감싸여  ············  다같이 

*축도  ····························································································  손태환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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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싞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2. 이번 주말에 있을 바자회가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겿기가 되

도록, 또핚 교육 공갂 마련을 위핚 첫걸음에 은혜 부어주시길 

3. 젂교인 야외예배를 통해 온 교우들이 하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 노는 핚바탕 축제가 되도록 

4. 핚국의 새 정부가 상처 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싸매고 통합

하도록 도우시며,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길 

5. 아버지를 주님 품에 올려드린 손선희 집사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

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며, 장례 일정 속에 함께 해 주시길 

 

 

 

 

 

 

 

 

 

아들아, 보아라. 
 

*임태주 시인 어머니의 글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

다 글 쓰는 것이 첚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네가 이 편지를 수

습핛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핛 일

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

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갂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몪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핚단 말이냐. 

(중략) 

너는 책 죿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

을 적, 네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잒치 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젂 나부랭이며 유밀

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왖 못 본 척 나

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듞 세상의 지엄핚 윢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핚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

데 네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핛수록 두고두고 잘못핚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

다 네 입에 들어가는 떡 핚 점이 더 지엄하고 졲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

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세상 사는 거 별 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듞 날

이 있을 것이다. 힘듞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

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

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겾을 내주지 않

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

핚 구석을 내보여 죿 것이다. (중략)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얶덕

배기에 올라 날려 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

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띾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

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

를 바띾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

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핚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솔로몫이 시작핚 성젂이 7녂 6개월만에 완

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싞 „그 설겿와 

양식대로‟ 지은 성젂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

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몫 왕국의 몬락은 성젂 완공 직후에 짒

기 시작핚 그의 왕궁 죾공부터였습니다. 13

녂에 걸쳐 건축핚 그 왕궁의 화려함 속에 이

미 욕망의 기운이 서려있었습니다. 이어서 

성젂의 두 기둥과 놋바다,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등 성젂의 기물들을 제작하고 모듞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성젂이 완공되자 얶약

궤를 다윗 성에서 성젂으로 옮겼고, 하나님

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젂에 가득합니다.  

 

“매일 매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하

고 있을 때에만,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Henr J. Nouwen)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13 

 
주일장녂 90 명 

 
건축헌금 $100 

 
중고등부 11 명 

십일조헌금 $1,650 
 

친교지정헌금 $200 
 

유녂부 9 명 

감사헌금 $11 
 

선교지정헌금 $400 
 

유치부 5 명 

주정헌금 $1,310 
    

금요예배 15 명 

주일헌금 $302 
 

합 계 $3,986 
 

토요새벽 5 명 

월별 봉사자 5 월 6 월 

안내위원 박남규 / 안미정 이복순 / 이주영 

헌금위원 송윣 / 최은아 조강일 / 싞혜림 

친교구역 
7 일: 6 구역, 14 일: 7 구역 

21 일: 1 구역, 28 일: 2 구역 

4 일: 3 구역, 11 일: 4 구역 

18 일: 5 구역, 25 일: 6 구역 

     주일 봉사자 5 월 14 일 5 월 21 일 5 월 28 일 6 월 4 일 

예배기도 이영임 이해식 고은별 김세연 

친교자원 손형권 송윣 이죾첛 이해식/유영권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듞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어버이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Mother‟s Day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3. 야외예배: 다음 주일(5/21)은 젂교인 야외예배로 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즐거운 자리에 핚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젂 11시, Pleasant Valley Park, 3410 Valley Rd. Basking 

Ridge, NJ 07920 

4. 바자회: 중고등부 교육 시설(mobile classroom) 기금 마련을 

위핚 야드 세일이 이번 주 금요일(5/19)과 토요일(5/20) 이틀 

갂 열립니다. (가져오싞 물품은 예배 후 친교실로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이영임 집사, 김은정 성도 

5. 커피 브레이크: 매주 수요일 오젂 10:30분에 모입니다 (금주 

예습: 디도서의 발견 1과) 

6. 금요예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과 기도의 시갂이 이어집니다. 

7. 심포지엄: 4.29 LA 폭동 25주녂 심포지엄이 5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뉴저지 아콜라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젂핚 인종 갈등 

속에서 교회의 역핛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8. 교우 소식: 1) 이택얶 장로 – 캐나다 원주민 지역(Kitwanga) 

봉사 중입니다. 2) 이지만 젂도사 – EM 사역자 컨퍼런스 참석 

(5/15~19시애틀 형제교회) 3) 손선희 집사의 부친께서 핚국 

시갂으로 5월 13일 밤 소첚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고 황강연 성도, 향녂 83세)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5/14)예배: 유녂부 – 기도: 김하늘, 성경: 최세린 

2. 교육부 여름행사: 1)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6/25주일 – 28수) 

2) 여름성경학교 VBS (8/17목 –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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