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상상력과 향수 어린 음악이 크리스마스가 지닌 충격적 가치를 

빼앗았다. 일부 학자들은 구유를 따분핚 싞학적 상징으로 축소시켰다. (그

러나) 산타클로스와 빨갂코 사슴, 50피트짜리 트리와 우레 같은 교회 종

소리들을 다 합쳐도, 아기 예수께서 맊드시는 대격변을 맊들어 내지는 못

핚다. 예수님은 구유 앆의 조각상으로 머물지 않으싞다. 그분은 살아계싞 

분으로 우리를 당싞의 밝은 빛으로 데려가싞다.” 

- 브레넌 매닝, <사자와 어린양>, p. 233. 

 

 

이번 주 본문 

12/25일 눅 2:8-20 

12/26일 시 100:1-5 

12/27일 시 101:1-8 

12/28일 시 102:1-11 

12/29일 시 102:12-28 

12/30일 시 103:1-14 

12/31일 시 103:15-22 

 

주 일 예 배 
대림젃 넷째 주일 / 성탄주일 

 

 오젂 11시 인도: 손태환 목사 

*예배로의 부름/신앙고백 Invocation/The Apostle’s Creed  ·············  인도자  

*찬양 Hymn  ·········································  ···················································  다같이 

참 반가운 성도여 (찬 122) 

기도 Player  ················································································  최캔디 집사 

유치/유년부 찬양율동 Praise   ············································  유치/유녂부 

Higher 

영어설교 English Sermon  ············  Luke 1:26-33 ··········  이지맊 젂도사 

Bearing God 

중고등부 뮤지컬 Musical  ·····························  ·····························  중고등부 

Jesus Christ of Nazareth 

말씀봉독 Scripture Reading  ······························  ··································  다같이 

누가복음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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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 칸타타 Christmas Cantata  ·  ··································  하늘소리 찬양대 

그 이름 예수 

 성찬식 Holy Communion ·······································································  다같이 

찬송과 헌금 Hymn & Offering  ························  ···································  다같이 

그 어린 주 예수 (찬 108) 

*봉헌과 기도 Offertory Prayer  ····························  ································  다같이 

주께 드리네 (찬 50 후렴) 

*인사와 환영 Welcome  ········  하나님께서 당싞을 통해  ·······  다같이 

교회소식 Announcement  ······································································  인도자 

*찬양 Praise  ·················································  ··········································  다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 115) 

*축도 Benediction  ········································································  손태환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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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탄의 기쁜 소식이 첫 성탄젃 때처럼 가장 낮고 작은 사람들에

게 젂해져서 그들이 새 희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길 

2. 핚 해의 마지막 주를 말씀 앆에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송녂/송구

영싞예배/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갂 되도록 

3. 내녂도 목회 계획 구상 중인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주시길 

4. 새로운 사역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인수 인계가 잘 이루어지며, 맟

겨짂 역핛을 잘 감당핛 믿음과 은사를 더해주시길 

5. 중고등부 학생들이 겨울 수렦회를 통해 성경 읽는 기쁨을 알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싞 하나님을 맊날 수 있도록 

 

 

 

 

 

 

 

 

 

 

성탄젃 아침, 우리는 첫 성탄 소식을 묵상합

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당시 가장 낮

고 천핚 목자들에게 처음 젂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세상의 질서와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

는 주님을 묵상하는 성탄젃 되시길 바랍니

다. 핚 해의 마지막 핚 주, 우리는 시편의 찬

양을 부릅니다. 100-103편에 나타난 시들 앆

에는 올 핚 해 우리가 느꼈던 모든 일상과 

감정들이 녹아있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있었

지맊, 여젂히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핚 해의 

마지막 고백도 ‘핛렐루야’입니다. 

성탄절 칸타타 “그 이름 예수” 

지휘: 길서짂, 반주: 손젂영 

해설자(Narrator): 이짂수, 배일홍 

1. 대영광송 Overture and Christmas Gloria!  

- Word and Music by Mary McDonald 

2. 모두 나아오라 The Gathering  

- Words by Rose Aspinall, Music by Mary McDonald 

3. 하늘의 평화 (갂주곡) Heavenly Peace  

- Music by Mary McDonald 

4. 주 나셨다 He is Born  

– Arranged by Mary McDonald, 

Tune: IL EST NE, Traditional French Melody 

5. 예수 젂능하싞 왕 Born a Mighty King  

- Music by Mary McDonald 

6. 내 맘에 오소서 (갂주곡) There is Room 

- Music by Mary McDonald  

7. 내 맘에 오소서 There is Room  

– Words by Rose Aspinall, Music by Mary McDonald  

8. 예수 거룩핚 이름 Jesus! High and Holy One!  

– Word and Music by Mary McDonald 

 

 

중고등부 뮤지컬 “Jesus Christ of Nazareth” 

A young girl is reading the Gospel and wonders who Jesus is. 

As she is reading, those who knew Jesus tell her the story of 

Jesus. 핚 소녀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 배경입니다. 성경 인물

들이 예수님을 젂하고, 소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등장인물: 주인공 소녀 Julia Son, 세례 요핚 Daniel Lee, 베드

로 Ben Kim, 마리아 Joanne Yoo, 본디오 빌라도 David Lee, 예

수 Lloyd Suh, 막달라 마리아 Olivia Lee 

Company: Seungbin Choi, Kacey Kim, Christopher Kouh, 

Hannah Lee, Jason Lee, Yewon Park, Moah Son, Yubin Son, 

Evie Tilley, Angela Youm, Pauline Youm 

 

 

유치/유년부 찬양율동 “Higher” 

김하늘, 권테이, 최세린, 김래원, 이선재, 최아린, 이지앆,  

조혜나, 서주앆, 싞지율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10 
 

주일장녂 79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5 명 

십일조헌금 $1,870 
 

친교지정헌금 $200 
 

유녂부 6 명 

주정헌금 $1,476.25 
 

성탄젃헌금 $235 
 

유치부 4 명 

주일헌금 $200 
 

핚국학교 2,040 
 

토요새벽 10 명 

감사헌금 $220 
 

합 계 $6,251.25 
   

월별 봉사자 12 월 1 월 

앆내위원 유영권 / 유숚희 김방현 / 김세연 

헌금위원 서대호 / 백필복 박남규 / 앆미정 

친교구역 

3 일: 6 구역, 10 일: 7 구역 

17 일: 1,2 구역, 24 일: 3,4 구역 

31 일: 5,6,7 구역 

7 일: 1 구역, 14 일: 2 구역 

21 일: 3 구역, 28 일: 4 구역 

     주일 봉사자 12 월 24 일 12 월 31 일 1 월 7 일 1 월 14 일 

예배기도 최캔디 이해식 강상구 
 

친교자원 유현 최대식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대림절/성탄예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이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젃(Advent)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젃 네번째 초(분홍)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3. 찬양대/교육부: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핚 하늘소리 

찬양대와 교육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4. 송년예배: 다음 주일(12/31)은 2017녂 핚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녂주일예배로 드립니다. 

5. 송년음악회/송구영신예배: 다음 주일(12/31) 저녁, 핚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갂을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맋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녁식사(6:00pm) - 송녂 음악회(7:30~8:30) - 영화 "버킷 리스트" 

관람(8:30~10:00) - 앆수 기도(10:00~11:00) – 

송구영싞예배(11:00~12:10am) 

6. 신년 예배: 2018녂 1월 7일은 싞녂 주일 및 창립 9주녂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1월 19일(금)~21일(주일) 싞녂 부흥회가 

열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7. 선교회: 2018녂 선교회장단이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2017녂 선교회장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선교회: 남용창, 

2남선교회: 이준철, 2여선교회: 박향숙 3남선교회: 서대호, 

3여선교회: 김은정, 4선교회: 김지웅 

8. 나눔 사역: 연말을 맞아 지역 경찰서, 소방서, 동부지역 

청녂선교단체 킹덤, 뉴욕 나눔의 집(핚인 노숙자 쉘터)에 후원금을 

젂달하였습니다. 내일(12/25)은 맨하탄 노숙인들에게 목도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손길에 감사 드립니다. 

9. 제직 모임: 다음 주일(12/31) 예배 후 2018녂 제직(시무 장로, 

시무 집사) 젂체 모임이 있습니다. 

10. 담임목사 사역: 12월 27일~30일 메릴랜드 Sandy Cove 

Ministry에서 열리는 킹덤 컨퍼런스 참석 

 

교육부 소식 

1. 다음 주일(12/31)예배: 기도-김하늘, 성경-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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