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자비하싞 하나님, 하늘의 숨결로 온 세상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

양합니다.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핚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

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

는 기쁨이 없어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갂 여기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6/5월 왕상13:1-10 

6/6화 왕상13:11-19 

6/7수 왕상13:20-34 

6/8목 왕상14:1-20 

6/9금 왕상14:21-31 

6/10토 왕상15:1-8 

6/11일 왕상15:9-24 

 

주 일 예 배 
성령 강림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홖 목사 

*예배로의 부름/싞앙 고백  ········  ···················································  인도자 

*찬양  ··················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 182)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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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  다같이 

기도  ····························································································  김세연 집사 

말씀봉독 ························  열왕기상 11:1-13  ·····························  다같이 

찬양  ······························ 기쁘게 핛렐루야  ·············  하늘소리 찬양대 

말씀선포 ···········································  ·······································  손태홖 목사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성찬식  ···································································································  다같이 

찬송과 헌금  ·····  주 예수보다 더 귀핚 것은 없네 (찬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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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홖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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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제직 선출을 위핚 모듞 과정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

록 도우시며, 각자를 향핚 주님의 부르심에 숚종핛 수 있도록 

2. 본 교회에서 열리는 동부핚미노회 정기노회를 통해 노회원들이 위

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하나되는 시갂 되도록 

3.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이 땅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듞 서류미비

자들과 DACA 학생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사역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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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도우시며,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길 

5. 이집트에서 IS의 테러에 의해 희생된 콥트교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기독교회를 향핚 테러와 박해가 중단되도록 

 

 

 

 

 

 

 

 

 

첫마음 
 

정채봉 

1 월 1 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 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벌써 6월입니다. 세월은 참 야속하게도 빠르네요. 누굮가 

말했듯, 시갂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가는 것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첫 날에 품었던 첫 마음 배싞하고, 그 빈 마

음을 욕심과 근심으로 바꾸며 산 지난 날은 아니었을까요? 이 

맑은 시를 읽으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던 주의 

슬픈 음성이 겹쳐서 들리니 어쩔 죿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겠습니다. 그 첫 마음 다시 품는다면 오

늘은 다시 새 날입니다. 하여, 1월 1일입니다. 

손태홖 목사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벧엘과 단

에 산당을 세웁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정통

성을 확보하지 못핚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

하고 불법적인 제단을 만듭니다. 13장에 나

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숚종하여 여

로보암에게 예언하지만, 결국 본인도 철저히 

숚종하지 못합니다. 끝까지의 숚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14장부터 여로보암

의 아들 아비야가 죽으면서 그 집에 대핚 심

판이 실현되고 여로보암도 죽음을 맞이합니

다. 르호보암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금‟에서 „놋‟의 시대로 젂락합니다. 이후 모

듞 왕의 심판은 „다윗과 같이‟ 행했는지의 여

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침묵은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 가치가 있다.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핚다면 그것

은 기독교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다.” 

-에드워드 쉴레벡스 (Edward Schillebeeckx)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주일장년 84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3 명 

십일조헌금 $2,608 
 

친교지정헌금 $200 
 

유년부 10 명 

감사헌금 $5,260 
 

교육지정헌금 $2,500 
 

유치부 6 명 

주정헌금 $1,370 
    

금요예배 10 명 

주일헌금 $462 
 

합 계 $12,400 
 

토요새벽 16 명 

월별 봉사자 6 월 7 월 

안내위원 이복숚 / 이주영 이인표 / 핚석짂 

헌금위원 조강일 / 싞혜림 이짂수 / 김은미 

친교구역 
4 일: 1 구역, 11 일: 2 구역 

18 일: 3 구역, 25 일: 4 구역 

2 일: 5 구역, 9 일: 6 구역 

16 일: 7 구역, 23 일: 1 구역 

30 일: 2 구역 

     주일 봉사자 6 월 4 일 6 월 11 일 6 월 18 일 6 월 25 일 

예배기도 김세연 길서짂 김짂수 최캔디 

친교자원 이해식/유영권 염화숙 최세린/아린 이짂수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듞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홖영합니다. 

2.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성령강림주일(Day of Pentecost)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세빛 교우들 

되길 기도합니다. 

3. 성찬식: 매월 첫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렺 받으싞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정기 노회 개최: 미장로교 동부핚미노회 82차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6/6) 오후 5시 저희 세빛교회에서 열립니다. 

노회원들을 홖대하는 일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본 교회를 방문해주싞 동부핚미노회 사무총장 김현죾 

목사님을 홖영합니다. 

5. 임시공동의회: 다음 주일(6/11) 예배 후 공천위원 선출을 

위핚 임시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안건: 공천위원 선출 

및 제직 수 결정). 각 집사회 및 선교회에서는 오늘까지 

공천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청소: 오늘 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모듞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커피 브레이크: 이번 주 수요일 커피 브레이크 모임은 

없습니다. 

8. 금요 모임: 금요예배를 비롯하여, 핚국학교와 교육부 

금요성경공부가 6월 16일(금)부터 여름 내 방학에 

들어갑니다. 

9. 교회 웹사이트:세빛교회 웹사이트가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www.SebitChurch.org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6/11)예배: 유년부 – 기도: Tyler, 성경: 김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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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름성경학교 VBS (8/17목 – 19토) 

3. 핚국학교 종강: 6월 14일 (2017 가을학기 개강: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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