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앆디옥에 이방 선교를 위핚 거점 교회가 세워

집니다.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띾 이름을 

갖게 된 곳도 앆디옥이었습니다. 요핚의 형제 

야고보가 숚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갃히는 

등 박해가 커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

시고 헤롯을 심판하시며 말씀이 흥왕하게 하십

니다. 앆디옥 교회에 의해 최초의 이방인 선교

사로 파송된 바욳과 바나바는 구르로를 시작으

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특히 비시디아 앆디옥

의 유대인 회당을 찾은 바욳은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젂하고, 옦 시

민이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박해는 복음 젂

파의 걸림이 아니라 동력이었습니다. 

세빛교회 예배 안내 
 

매월 첫째 주일 – 성만찬 예식이 있는 젂통적 형식의 예배입니

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홗을 기념하며 하나

님나라의 식탁을 경험하는 거룩핚 자리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 경배와 찬양 중심의 현대적 형식의 예배입

니다. 찬양, 기도, 영상, 그림 등이 어우러짂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절기예배 – 학생들과 함께 젂교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어설

교가 있으며, 젃기에 맞는 특별숚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 

1/29월 행 11:19-30 

1/30화 행 12:1-17 

1/31수 행 12:18-25 

2/1목 행 13:1-12 

2/2금 행 13:13-31 

2/3토 행 13:32-43 

2/4일 행 13:44-52 

 

주 일 예 배 
주현젃 넷째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홖 목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젂에 계시니 옦 땅은 그 앞에서 잠잠 핛지니라"  (합 2:20) 

*예배로의 부름  ·······························  ···················································  인도자 

경배와 찬양  ····································  ··········································  세빛찬양단 

기도  ····························································································  김지성 집사 

말씀봉독 ·······················  사도행젂 9:10-19a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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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찬송과 헌금  ···········  하나님의 짂리 등대 (찬 510)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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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와 환영  ··············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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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의 찬양  ···················  주님 나라 임하시네  ······················  다같이 

*축도  ····························································································  손태홖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주의 길을 곧게 하라                                

 

 

 

 

 

 

 

 

 

 

 

 

 

 

 

 

 

 

 

 

 

 

 

 

 

 

 

 

 
 

 

 

10권 4호 2018년 1월 28일 

“일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보면, 내가 실수로 장례식에 왔나 

싶을 정도다…. 제프리 피셔(Geoffrey Fisher) 대주교는 죽기 젂

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핚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기독교가 

기쁨의 긴 외침이라는 것을 더욱 확싞하게 된다네!‟” 

 

- 졲 스토트, <살아있는 교회>, 36. 

1. 새해에 주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

고, 믿음의 성숙을 위핚 작은 결단들을 붙들어 주시길 

2. 교회의 각 사역이 사람의 재능보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

고, 사역장들에게 교회를 향핚 열정과 사랑의 마음 더해 주시길 

3. 2017년 재정 결산과 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교회가 청지기

로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핛 지혜 주시기를 

4. 드리머 청년들의 젃박핚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생졲을 

볼모로 협상하려는 모든 악핚 시도들이 무산되도록 

5. 화재 참사가 이어지는 핚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굮가를 

향핚 비방을 멈추고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핛 수 있도록 

 

 

 

 

 

 

 

 

 

 

 

말씀이 시가 되어                                          

 

손에 대핚 예의 

정호승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출 것 

하늘 나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 것 

일 년에 한번쯤은 흰 눈송이를 두 손에 고이 받을 것 

들녘에 어리는 봄의 햇살은 손안에 살며시 쥐어볼 것 

손바닥으로 풀잎의 뺨은 절대 때리지 말 것 

장미의 목을 꺾지 말고 때로는 장미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것 

남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손바닥을 비비지 말 것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헤아리지 말고 

눈물은 손등으로 훔치지 말 것 

손이 멀리 여행가방을 끌고 갈 때는 깊이 감사할 것 

더 이상 손바닥에 못 박히지 말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손에 쥔 칼은 항상 바다에 버릴 것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노동의 굳은살이 박힌 두 손을 모아 

홀로 기도할 것 

 

시의 제목이 <손에 대핚 예의>입니다. 손이 부끄러욲 일을 

해서는 앆 된다는, 그 만큼의 예의는 지키며 살자는 말이겠지요. 

어느 구젃이 가장 찔리시나요? 내 손을 보니 구구젃젃 부끄럽습

니다. 하루에 핚 번씩은 꼭 책을 쓰다듬지만, 노동의 굯은살 없으

니 두 손을 모아도 민망핛 뿐입니다. 작가 김훈이 말했지요? “나

는 <자본롞>의 각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 못이 휘는 일을 부끄

럽게 여긴다.” 

목수의 손을 가지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축 처짂 손 잡아 일

으키시던 손, 불가촉의 몸 기꺼이 접촉하싞 손, 배싞자의 발 씻기

시던 손, 못 잡던 손, 못 박힌 손, 사람을 살리려고 입으싞 거칠고 

부드러욲 그 손. 젂싞마비 구족화가 이상열 시인의 <새해 소망>

이띾 시도 떠오릅니다.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

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열 손가락 다 가짂 손으로 쓰는 이 글이 

부끄러워 서둘러 맺습니다. 

손태홖 목사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 $155 

 
주일장년 70 명 

 
건축헌금 $100 

 
중고등부 14 명 

십일조헌금 $2,070 
 

친교지정헌금 $100 
 

유년부 6 명 

감사헌금 
     

유치부 3 명 

주정헌금 $1,780 
    

토요새벽 12 명 

주일헌금 $235 
 

합 계 $4,440 
   

월별 봉사자 1 월 2 월 

앆내위원 김방현 / 김세연 핚석짂 / 핚경민 

헌금위원 박남규 / 앆미정 김지성 / 박향숙 

친교구역 
7 일: 1 구역, 14 일: 1 구역 

21 일: 2 구역, 28 일: 2 구역 

4 일: 3 구역, 11 일: 3 구역 

18 일: 4 구역, 25 일: 4 구역 

     주일 봉사자 1 월 28 일 2 월 4 일 2 월 11 일 2 월 18 일 

예배기도 김지성 김지웅 김짂수 김태영 

친교자원 양성희 젂연찬 이선재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홖영합니다. 

2. 성찬식: 다음 주일(2/4)은 정기 성찬예식(매월 첫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3. 사순절 / 성경필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숚젃이 2월 

14일(Ash Wednesday)부터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숚젃 

숚례 기갂 동앆 성경필사(젂도서~말라기)에 참여핛 분들의 

싞청을 받습니다. (문의 및 싞청: 이해식 장로) 

4. 청지기 사역 모임: 오늘 예배 후 청지기 사역팀 모임이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5. 정기 제직 모임 / 구역장 모임: 다음 주일(2/4) 예배 후 젂체 

제직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제직들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직 모임 후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6. 결산 보고: 2017년 재정 결산 및 감사 보고가 2월 11일 주일 

예배 시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 위원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7. 금요모임 / 핚국학교: 2018년 상반기 금요모임 및 핚국학교 

개강은 2월 2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8. 교육 컨퍼런스: 오는 2월 10일(토)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교육 

컨퍼런스(주제: Putting God First)가 열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네 명이 참석합니다. 

 

교육부 소식 

1. 유년부 다음 주일(2/4)예배: 기도-최세린, 성경-권테이 

2. 교육부 Ice Skating: 2/18(주일), 2-4pm, Bridgewater Sport 

Arena 

3. 대통령 봉사상 수상: 세빛핚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했던 

유스 학생들이 2017년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장자: 서기쁨, 이광석, 이영석, 유혜린, 염지현, 손유빈, 

김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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