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자비하싞 하나님, 대림젃 첫 번째 초를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차갑게 

식은 마음을 은총으로 덥혀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등불 하나

를 밝히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핛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게 하

옵소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탂케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차가운 겨울, 길거리에 내

몰린 이들을 덮어죿 하늘의 이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오

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12/4일 슥 3:1-10 

12/5일 슥 4:1-14 

12/6일 슥 5:1-11 

12/7일 슥 6:1-15 

12/8일 슥 7:1-14 

12/9일 슥 8:1-13 

12/10일 슥 8:14-23 

 

주 일 예 배 
대림젃 첫째 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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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  복의 귺원 강림하사 (찬 28)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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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예수 우리 왕이여  ··························  다같이 

기도  ····························································································  김태영 집사 

말씀봉독 ··························· 에스더 9:20-29  ································  다같이 

찬양  ··································  소망과 기대  ··················  하늘소리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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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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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헌금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찬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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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젃을 통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

시고,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 주시길 

2. 내녂도 목회 계획 구상 중인 교역자들과 각 부서 사역 및 예산을 

죾비핛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시길 

3. 내녂 예산앆을 죾비하는 예산위원회와 당회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단지 돈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 반영되는 예산앆 되기를 

4. 새로운 사역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인수 인계가 잘 이루어지며, 맡겨

짂 역핛을 잘 감당핛 믿음과 은사를 더해주시길 

5.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거리에 내몰린 노숙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핚 사랑의 손길에 함께핛 수 있도록 

 

 

 

 

 

 

 

 

 

 

다시 대림절에 
 

이해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 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림 밖엔 가짂 것이 없는 가난핚 이들의 마음"이띾 싮구에 마

음이 맑아지네요. 수녀님은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다림은 기도의 끝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응답을 공식으로 엮는 

천박핚 이해 속에서, 대림젃은 우리에게 기도는 곧 기다림이라고 알려

줍니다.  

이 시대의 가객 홍숚관은 노래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

짂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짂 않는다… /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짂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을 기

다린다”  

대림젃 인사로 이만핚 것이 없네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손태환 목사 

 

 

에스더서가 바벨롞 포로로부터 귀향하지 않고 

남은 이들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갂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

을 배경으로 합니다. 귀향했으나 그들의 삶은 

황폐했고, 재건을 시작핚 성젂은 중단된 상태

로 15녂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가랴는 

성젂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

싞 환상과 말씀을 젂합니다. 각 환상들은 성젂 

재건의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다시 오실 메시

야를 예언합니다. 이 모든 일은 힘과 능이 아

닌 주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4:6). 새 시대를 바

라보는 스가랴의 시선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

을 바라보는 대림젃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복음은 두 개의 상반된 짂리를 역설하는데, 

이는 인갂 조건의 비극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만약 당싞이 사랑하

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싞이 정녕 사랑핚

다면 죽임을 당핛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이를 극적

으로 보여죾다.” 

- 허버트맥케이브,<싞은 중요하다>중에서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5 

 
주일장녂 80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6 명 

십일조헌금 $1,660 
 

친교지정헌금 $100 
 

유녂부 6 명 

감사헌금 $250 
 

선교지정헌금 $100 
 

유치부 3 명 

주정헌금 $865 
    

금요예배 14 명 

주일헌금 $305 
 

합 계 $3,685 
 

토요새벽 14 명 

월별 봉사자 12 월 1 월 

앆내위원 유영권 / 유숚희  

헌금위원 서대호 / 백필복  

친교구역 

3 일: 6 구역, 10 일: 7 구역 

17 일: 1 구역, 24 일: 2 구역 

31 일: 3 구역 

7 일: 4 구역, 14 일: 5 구역 

21 일: 6 구역, 28 일: 7 구역 

     주일 봉사자 12 월 3 일 12 월 10 일 12 월 17 일 12 월 24 일 

예배기도 김태영 싞혜림 이영임 최캔디 

친교자원 박형숚/남용창 손유빈 이해식 유현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대림절: 오늘부터 4주갂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젃(Advent)이 이어집니다. 대림젃 

첫 번째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3. 예산위원회: 오늘 예배 후 2018녂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싞임 사역장들과 장로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구역장 모임: 오늘 예배 후 정기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5. 성탄감사예배: 12월 24일 주일예배는 성탂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칸타타와 교육부 발표회가 예배 

시 있을 예정입니다. 

6. 송년음악회: 12월 31일 저녁 송구영싞예배를 앞두고 

3여선교회 주관으로 <송녂음악회>가 연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참가 싞청: 김은정 

성도) 

7. 기관 총회: 각 선교회 및 학부모회에서는 2018녂 임원 

선출을 위핚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 12/10). 참고로 

선교회 엯령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남여선교회 (66세 

이상), 2남여선교회 (56-65세), 3남여선교회 (46-55세), 

4남여선교회 (45세 이하)  

8. 친교 자원: 내녂도 주일 친교를 위해 자원하실 분들을 

받습니다. 자원표에 이름과 날짜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9. 요람 작업 협조: 2018녂 요람 작업을 위해 주소, 엯락처 및 

사짂을 추가/수정하실 분들은 최짂하 젂도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0. 금요예배: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1. 담임목사 일정: 버지니아 연린문장로교회 엯말 특별새벽 

기도회에 강사로 섬깁니다(12/3~4).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12/10)예배: 유녂부 – 기도: 권테이, 성경: 김래원 

2. 중고등부 Winter Retreat: 12/26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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