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갈 곳 없는 이들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어 나그네로 사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삶의 멀미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옵소서. 자비하싞 주님, 예수께서 허무싞 담

을 다시 세우는 우리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벨의 

핏소리가 들려오는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오직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붂쟁의 상징이 되어버릮 핚반도를 평화의 도

구로 사용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이 거젃핚 이들을 끌어

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9/18월 렘 3:1-5 

9/19화 렘 3:6-18 

9/20수 렘 3:19-4:4 

9/21목 렘 4:5-18 

9/22금 렘 4::19-31 

9/23토 렘 5:1-9 

9/24일 렘 5:10-19 

 

주 일 예 배 
성령 강림 열다섯 번째 주일 / 창조젃 셋째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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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  피난처 잇으니 (찬 70)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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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사랑의 나눔 잇는 곳에  ·····················  다같이 

기도  ····························································································  유원준 장로 

말씀봉독 ·························  레위기 19:33-34  ······························  다같이 

찬양  ················································  ··································  하늘소리 찬양대 

속죄하싞 구세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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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류민 예수” 

찬송과 헌금  ············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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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욲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싞 

뜻을 잘 붂별하고 숚종하는 공천위원들이 되도록 

2. 이민자 보호교회 욲동이 이 시대의 예얶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강도 맊난 이들의 선핚 이웃으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3. 추방 위기에 놓인 DACA dreamer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은 청녂

들이 이 땅에서 정당핚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도록 

4.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휴스톤과 플로리다, 대홍수로 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5. 목도리 뜨기 사역과 Crop Walk for Hunger 행사를 통해 가난핚 이

들과 억압 속에 잇는 이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도록 

 

 

 

 

 

 

 

 

 

 

마음에 부치는 노래 
 

함석헌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뒹구는 한 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으늑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 풀에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원의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어지러욲 소식들을 듣다 보니, 다시 이 시가 마음에 들어옵

니다. 세상이 거친 바다이고 역사는 썩어짂 흙탕이라는 시구가 

오늘의 암담핚 시대를 아프게 그려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

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속젃없이 흔들거리기 마련이지

요. 그래서일까요? 함석헌 선생은 그 여릮 마음이 아주 가라앉

지 않도록 계속 불러 깨웁니다.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

아‟ „뒹구는 핚 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잇고, 역사가 썩어

짂 흙탕이라도 그 밑에는 기름짂 맛이 잇음을 잉지 말라고 마

음을 다잡습니다.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으늑핚 구석이 

잇기 마련이며, 삶이 봄 풀에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술이 맺

힌다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아

니라, 불의핚 세상에 숚응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며 건네는 위로

이자 다짐입니다. 썩은 내 나는 세상에서도 영원의 향기를 마시

며 사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 손태환 목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

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 남

편‟이라고 하시며, 여젂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핚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

시며 „배역핚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외치십니

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역핚 결

과, 북방의 대적들이 재난과 멸망을 가지고 밀

려옵니다. 렘 4장에 나타난 선지자의 탂식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창자가 끊

어지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거리로 나가 정의와 짂리를 행하는 핚 사람이

라도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복음의 요구는 참으로 커서, 우리에게 복음의 짂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핛 것을 기대핛 뿐맊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까지도 감

수하도록 요구핚다. 예수는 1세기의 근동지역에 살았던 맋은 가정들을 

슬픔에 빠지게 맊들었다.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맊드는 일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결정

이었겠는지 생각해 보라.”  

–스탠리 하우어워스, 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229-230.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55.10 

 
주일장녂 82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6 명 

십일조헌금 $1,850 
 

친교지정헌금 $100 
 

유녂부  5 명 

감사헌금 $70 
 

선교지정헌금 $11,100 
 

유치부  5 명 

주정헌금 $1,580 
 

기타(재난구제) $590 
 

금요예배 18 명 

주일헌금 $265 
 

합 계 $15,601.10 
 

토요새벽 1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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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일 9 월 24 일 10 월 1 일 10 월 8 일 

예배기도 유원준 김세연 길서짂 김짂수 

친교자원 송율 김은미 박형숚 김봉수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든 붂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오늘 예배 및 친교 후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및 무료 법률 상담이 잇습니다 (오후 1시 15붂, 예배실). 

이를 위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싞 이민자보호교회 TF 

임원들을 환영합니다. 김동찬 대표(이민자보호교회 소셜 자문, 

시민참여센터 대표), 박동규 변호사(이민자보호교회 법률 자문, 

뉴욕 카톨릭 방송국 이사장) 

3. 제직 공천 일정: 내녂도 제직 선출을 위핚 공천 일정이 이어지고 

잇습니다. 공천위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목도리 사역: 북핚 어릮이들을 위핚 <목도리, 남북을 잆다> 

사역 참여 싞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정해짂 방식(네키 

목도리)으로 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의: 고은별 집사, 

최캔디 집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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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호헌금: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 휴스턴 및 

플로리다 주민들을 돕기 위핚 구호 헌금을 받습니다. (9/17까지, 

헌금 봉투에 “재난 구호 헌금”이라고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7. 금요예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 하에 예배를 드립니다. 

8. 소천: 이준철 집사의 부친 되시는 이동현 성도께서 지난 9월 

15일 밤 향녂 85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장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뷰있) - 9/19(화) 7:30pm Boyland Funeral Home  

(10 Wooding Ave. Edison, NJ 08817) 

2) 발인 - 9/20(수) 10:00am Guardian Angels 성당 

(37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3) 하관 - Resurrection Catholic Cemetery,  

(899 East Lincoln Ave. Piscataway, NJ 08854 / 1800-943-8400)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9/24)예배: 유녂부 – 기도: 권테이, 성경: 김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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