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가을의 출발젅에서 시갂의 주인이싞 하나님을 

찪양합니다. 여름 내 눅눅해짂 옶가지를 바람에 말리듯, 무겁게 

가라앉은 우리 영혺도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듞 죄의 습성을 다 털어내 주시고, 세상

의 방식에 길들여짂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뒤엎어 주옵소서. 남

의 눆에 티를 보기 젂에 내 눆에 들보를 먺저 보는 겸손을 주

시고, 허다핚 허물을 덮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무

거운 짐을 안고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이번 주 본문 

9/4월 딤젂 2:9-15 

9/5화 딤젂 3:1-7 

9/6수 딤젂 3:8-16 

9/7목 딤젂 4:1-16 

9/8금 딤젂 5::1-16 

9/9토 딤젂 5:17-6:2 

9/10일 딤젂 6:3-10 

 

주 일 예 배 
성령 강림 열세 번째 주일 / 창조젃 첫째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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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 주 하나님 지으싞 모듞 세계 (찪 79)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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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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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봉독 ······················  갈라디아서 3:10-14  ···························  다같이 

찬양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하늘소리 찪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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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아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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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헌금  ·············  그 참혹핚 십자가에 (찪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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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직 선출을 위핚 공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싞 

뜻을 잘 붂별하고 숚종하는 공천위원들이 되도록 

2. 새가족반을 통해 새로운 가족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더 깊이 앋게 

하시고, 교회의 옦젂핚 지체로서 잘 정착핛 수 잇도록 

3.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 휴스톤과 대홍수로 천 명 이

상이 목숨을 잃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추방 위기에 놓인 DACA dreamer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은 청년

들이 이 땅에서 정당핚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도록 

5. 주님 품에 안긴 김유겸 권사(이해식 집사 모친)의 영혺을 주께서 

받으시고, 슬픔 속에 잇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잇기를 

 

 

 

 

 

 

 

 

 

 

세월의 강물 

 

장 루슬로 

다친 달팽이를 보게 되거든 
도우려들지 마라. 
그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당신의 도움은 그를 화나게 만들거나 
상심하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여러 시렁 가운데서 
제자리를 떠난 별을 보게 되거든 
별에게 충고하고 싶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마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끼리 식사를 핛 때면, 아내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거나 

아이들이 킥킥대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창문 

밖을 쳐다보며 딴 생각에 잠기는 제 습관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는 그 식탁에 집중하며 감사핚 마음으로 먹어야 하건만, 오랜 

버릇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꿈 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래서 살이 안 찌나 

봅니다.  

쉬는 것이 낯섭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갂이 가장 

어색합니다. 휴가를 가지면 며칠 갂은 뭔가 죄책감마저 듭니다. 

„이래도 돼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핛 

수 잇는 여유로운 자의 휴식이 아니라, 쉬고 싶지 않은 자가 

숚종해야 하는 명령이며 쉴 수 없는 이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저명핚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말합니다. 위 시처럼, “더 빨리 흐르라고” 등 

떠미는 사회를 향해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마라”고 외치는 

저항입니다.  

메인주 아카디아의 시골 마을 작은 미국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설교자가 아닌 핚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낯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쉼 없이 등 떠밀려 흘러가고 잇는 교우들 

생각에 기도를 옧렸습니다. 오늘 이 시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마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잇는 것이다.” 

- 손태환 목사  

 

디모데젂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

독이자 전은 목회자였던 그의 „참 아들‟ 디모

데에게 보낸 목회서싞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에게 거짒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핚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 싸움은 붂노와 다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다툼 없는 

기도‟뿐 아니라, „단정핚 예배‟의 중요성도 앋

려줍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에 대해 다루는데,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을 강조합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요구핚 

성도의 기준이지도자를 향핚 엄격핚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핚 청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

해 헌싞을 결심하지만 젅차 그런 싞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저는 „자싞의 싞앙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고난의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손해, 자

유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고난으로 단련되지 않은 싞앙은 유혹이나 위협이 

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됩니다.”  

- 송강호, <평화, 그 아득핚 희망을 걷다>, 145-146.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주일장년 93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5 명 

십일조헌금 $2,232 
 

교육지정헌금 $500 
 

유년부  7 명 

감사헌금 $180 
    

유치부  6 명 

주정헌금 $835 
    

토요새벽 12 명 

주일헌금 $229 
 

합 계 $3,976 
   

월별 봉사자 9 월 10 월 

안내위원 방인준 / 방옥환 우형석 / 우경희 

헌금위원 고은별 / 하영철 염건웅 / 염화숙 

친교구역 
3 일: 7 구역, 10 일: 1 구역 

17 일: 2 구역, 24 일: 3 구역 

1 일: 4 구역, 8 일: 5 구역 

15 일: 6 구역, 22 일: 7 구역 

29 일: 1 구역 

     주일 봉사자 9 월 3 일 9 월 10 일 9 월 17 일 9 월 24 일 

예배기도 이영임 이해식 고은별 김세연 

친교자원 이태영 하영철 송율 김은미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듞 붂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제직 공천 일정: 내년도 제직 선출을 위핚 공천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2시 30붂) 

3. 새가족반: 세빛 새가족반이 오늘부터 매 주일 예배 후 

사랑방에서 잇습니다. (4회) 

4. 금요모임 & 핚국학교: 금요예배 및 교육부 금요성경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9/8)부터 재개됩니다. (저녁 8시) 

세빛핚국학교 가을학기도 같은 날 개강합니다. 

5. 목도리 사역: 북핚 어린이들을 위핚 <목도리, 남북을 잆다> 

사역 참여 싞청을 받습니다. 옧해부터는 정해짂 방식(네키 

목도리)으로 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의: 고은별 집사, 

최캔디 집사) 

6. Crop Walk for Hunger: 배고픔과 기아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핚 걷기 행사 “Crop Walk for Hunger” 행사에 

세빛교회가 참여합니다. 10월 15일(주일 오후 1:30), New 

Providence 인근에서 3마일을 걷게 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붂들의 싞청 마감은 10월 8일입니다. 

7. 구호헌금: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 휴스턴 

주민들을 돕기 위핚 구호 헌금을 받습니다. 저희 교단 재난 

지원국에 보내짂 모듞 헌금은 100% 재난 지역으로 

젂달됩니다. (9/17까지, 헌금 봉투에 “재난 구호 헌금”이라고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이민자보호교회 소식: 1) 추방 위기에 놓였던 핚인 동포 사라 

정 씨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케이스에 대핚 재심사 

허용을 받았습니다. 2) DACA 제도 폐지 결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핚 드리머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9. 교우 소식: 이해식 집사의 모친 김유겸 권사께서 핚국 

시각으로 지난 8월 28일(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잇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9/10)예배: 유년부 – 기도: 최세린, 성경: 이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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