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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 월 6 일

묵상하는 일상

주일예배

1/7 월

시 119:97-112

신년 주일 / 창립 10 주년 기념

1/8 화

시 119:113-128

1/9 수

시 119:129-144

1/10 목

시 119:145-160

시편 120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1/11 금

시 119:161-176

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

1/12 토

시 120:1-121:8

1/13 일

시 122:1-9

오전 11 시

인도: 김귀안 목사

* 예배로의 부름/신앙고백 ·························································································· 인도자
* 찬양 ·······················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 9) ····························· 다같이
교독문 ···································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 다같이
송영 ······································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 1) ···································· 다같이
기도 ······························································ ·························································· 김지웅 집사
말씀봉독 ······································ 사도행전 2:42-47 ············································· 인도자
특송 ·················································· 모든 것 주셨네 ···································· 길서진 집사

시편 119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결
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
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 악인의 도모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
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평
안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
이시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채우는 일상

1.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올 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2. 세빛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선포 ····················································· ·························································· 김귀안 목사

3.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함께 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4. 교회의 제직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한 역

응답 찬송 ·························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 210) ································· 다같이
* 봉헌과 기도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 ··································· 다같이
* 인사와 환영 ···························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 다같이
교회소식 ····················································· ·························································· 최대식 장로
* 결단의 찬양 ····················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 다같이
* 축도 ······························································ ·························································· 김귀안 목사

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연말연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
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출석/헌금 통계 및 봉사자 안내
십일조헌금

$2,070

교회학교헌금

감사헌금

$310

친교지정헌금

주정헌금

$1,729

주일헌금

$310

건축헌금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된다.”
-

김진수, <선한 영향력>, p.104

합계

84

중고등부

18

유년부

6

유치부

3

토요새벽

12

송구영신예배

34

$500

$4,919

월별 봉사자

1월

2월

안내위원

한석진 / 한경민

이준철 / 이영임

헌금위원

박남규, 안미정

김지성, 박향숙

친교구역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꿈을 나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
는 일이 막힌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

특별헌금

주일장년

6,13 일: 2 구역

3,10 일: 4 구역

20, 27 일: 3 구역

17, 24 일: 5 구역

주일 봉사자

1월 6일

1 월 13 일

1 월 20 일

1 월 27 일

예배기도

김지웅

신혜림

김태영

염건웅

친교자원

송율

박수진

최대식

이인표

청소봉사

2 선교회

3 선교회

4 선교회

1 구역

1.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신년주일: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로운 한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세빛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3. 창립 10주년 기념: 오늘은 우리교회 창립 10주념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4. 청빙위원 교육: 오늘 예배 및 친교 후, 오후 2시에 노회 사무총장의 지도로 청빙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사랑방)
5. 구역장, 사역장 모임: 다음 주(1/13) 예배 및 친교후 구역장 및 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6. 봉헌: 오늘부터 헌금함이 아닌 헌금 주머니를 사용하여 봉헌합니다.
7. 세빛 한국학교 방학특강: 세빛 한국학교의 방학특강이 지난 금요일(1/4)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목: 사물놀이, 민화)
8. 교육부 큐티 도네이션: 교육부에서 큐티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이지만
전도사)
9. 미주 한인 드리머 문예 공모전: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주 한인 드리머
문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주제는 The Korean-American Dream이며 1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분야: 글, 영상, 사진, 그림 / 제출: dreamersnowh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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