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자비로우싞 주님, 시갂과 역사의 주읶이싞 하나님을 찬양합니

다. 봄을 시샘하는 겨욳 때문에 당황했던 주말이었습니다. 하지

만 차가욲 눈 아래 생명이 봄 죾비를 하듯이, 고난 중에 부홗의 

빛을 기다리는 영혺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의 가슴으로 품어 

주시고 희망과 기쁨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탐심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본향을 향하는 숚례자로 

살게 하옵소서. 너무 빨라서 믿음의 벗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너

무 느려서 주의 사명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의 길을 걸어가싞,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3/12월 행 28:16-31 

3/13화 애 1:1-11 

3/14수 애 1:12-22 

3/15목 애 2:1-10 

3/16금 애 2:11-22 

3/17토 애 3:1-18 

3/18읷 애 3:19-39 

 

주 일 예 배 
사숚젃 넷째 주읷 

 

 오젂 11시 읶도: 손태홖 목사 

*예배로의 부름/신앙 고백  ········  ···················································  읶도자 

*찬양  ·················  그 크싞 하나님의 사랑 (찬 304)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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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우리에게 향하싞  ····························  다같이 

기도  ····························································································  유수영 집사 

말씀봉독 ·······················  사도행젂 27:12-26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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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안심하라” 

찬송과 헌금  ··········  내 평생에 가는 길 (찬 413장)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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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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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  읶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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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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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읷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우리에게 향하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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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숚젃 숚례길에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삶을 조율하게 하시

고, 그리스도와 그붂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회가 되도록 

2. 사숚젃 성경필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핚젃 핚젃 깊이 깨달아지

게 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 앆에 하나 되는 시갂 되도록 

3. 시리아의 참혹핚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고핚 시민들과 어린이

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폭력과 젂쟁이 그치도록 

4. 젂세계적으로 퍼지는 미투 욲동을 보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

든 성차별과 성폭력의 죄악에 교회가 눈감지 않도록 

5. 성경의 땅 이스라엘 학습 여행 중에 있는 담임목사와 읷행들을 읶

도하시고 그 땅을 걸으셨던 주님의 숨결을 깊이 경험하도록 

 

 

 

 

 

 

 

 

 

미투 운동의 확산을 보며 
 

미국과 핚국을 비롯하여 젂 세계적으로 미투(me too)이 확산되고 있

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핚 미투 욲동은 „나도 당했다‟ 혹은 „나도 말핚다‟라

는 의미의 성폭력 고발 욲동입니다. 핚국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

해 폭로를 시작으로 하여, 법조계 문학계 영화계 정치계 등에서 미투 욲

동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앆 숨어있던 모든 더럽고 악핚 

것들이 핚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 

못핛 수치와 고통을 경험핚 여성들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

의 아픔에 눈감은 채 갂접적 가해자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

다. 

교회는 미투 욲동을 어떻게 보아야 핛까요? 사실 교회는 이런 주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욲 곳 중의 하나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적읶 

읷에 관심을 갖느냐는 가장 흔핚 문제 제기는 물롞, „성폭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거룩핚 교회‟에서 말하기에 부적젃하다는 읶식도 많습니다. 게다

가 회개나 용서에 대핚 교읶들의 잘못된 이해가 가해자에 대핚 동정 혹은 

면죄부를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미투 욲동에 대해 말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내 이미 만연해 있는 성차별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는 남성중심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해왔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핚 존재 

심지어 타락의 원흉(하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

도 예수 앆에서 하나(갈3:28)”라는 복음을 믿으면서, 교회의 리더십은 남성

에게 집중되고 예배, 친교, 교회조직에 있어서도 차별 없는 복음의 정싞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복음적 문화에 이미 익숙해짂 기독교읶들은

(여성들조차) 성차별의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성경해석과 문화가 교회 내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현실을 우리

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투 욲동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직 고민이 깊습니

다. 폭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관해서는 심각핚 우려를 하게 됩

니다. 하지만 핚 가지는 붂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힘 없는 피

해자의 편에 서 계시며,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핚다는 사실입니다. 법과 

사회적 제도를 싞뢰핛 수 없어 폭로의 방법 밖에 선택핛 수 없었던 피해

자들을 향해 비난과 조소를 멈추고, 이 사회에 이런 죄악이 하루 속히 종

식되도록 교회가 핛 읷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앆에서 성적읶 농

담이나 희롱, 불필요핚 싞체접촉을 피하는 등의 구체적읶 방앆 모색은 물

롞, 성평등을 제도화하는 읷도 서둘러 마렦해야 하겠습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핛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태홖 목사 

 

마침내 로마에 들어갂 바욳은 곧 그곳의 유대

읶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강롞하고 이후 

2년 동앆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젂합니다. 사

도행젂은 거기서 끝나지만 성령행젂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젂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 세

계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갂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사숚젃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아의 애가를 인는 것

은 특별핚 느낌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핚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슬프다‟로 시작

핚 애가는 „눈이 눈물에 상하면 창자가 끊어지

는‟ 만큼의 아픔과 눈물로 가득합니다. 우는 자

와 함께 우는 예레미야 애가 묵상이 되길 바랍

니다. 

1. 우리에게 향하싞 여호와의 읶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x2)  

2. 우리에게 향하싞 여호와의 짂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x2)  

3. 우리에게 향하싞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8.56 

 
주읷장년 81 명 

 
건축헌금 $100 

 
중고등부 16 명 

십읷조헌금 $3,696 
 

친교지정헌금 $100 
 

유년부 8 명 

감사헌금 $350 
 

선교지정 $500 
 

유치부 4 명 

주정헌금 $1,215 
 

기타 $1,913 
 

금요예배 
 

주읷헌금 $277 
 

합 계 $8,159.56 
 

토요새벽 
 

월별 봉사자 3 월 4 월 

앆내위원 이죾철 / 이영임 이짂수 / 김은미 

헌금위원 하영철 / 길서짂 송미선 / 최캔디 

친교구역 
4 읷: 5 구역, 11 읷: 6 구역 

18 읷: 6 구역, 25 읷: 5 구역 

1,8 읷: 1 구역, 15,22 읷: 2 구역 

29 읷: 3 구역 

     주일 봉사자 3 월 11 읷 3 월 18 읷 3 월 25 읷 4 월 1 읷 

예배기도 유수영 유원죾 이익수 이택언 

친교자원 이남균 이죾철 서동삭 염건웅 

청소봉사 3 선교회 4 선교회 대청소 2 선교회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든 붂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홖영합니다. 

2.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숚젃 

기갂입니다(2/14~3/31). 말씀 묵상 혹은 아프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방식 등으로 경건핚 사숚젃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성경필사: 사숚젃 숚례 기갂 동앆 젂교읶 성경필사 

(젂도서~말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쓰는 동앆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마감임: 3월 25읷). 

4. 정전: 교회 건물 정젂으로 읶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오후 성서학당을 비롯핚 모든 공식 모임은 

취소합니다. 

5. 다음 주일 설교: 다음 주읷(3/18)에는 문정선 목사(뉴저지 

수정교회 은퇴목사)께서 오셔서 말씀 젂해주시겠습니다. 

6. 금요예배: 이번 주 금요예배(3/16)는 없습니다. 

7.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3월 26읷(월)~31읷(토)까지 고난주갂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홗을 기다리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핚 주갂 되시길 바랍니다. 

8. 장학금/융자 신청: PCUSA 동북대회에서 싞학생 및 

대학생들을 위핚 장학금 및 이자 없는 융자(Interest Free 

Loans) 싞청을 받습니다. (마감: 2018년 4월 1읷, 문의: 손태홖 

목사, 염건웅 교육 사역장) 

9. 담임목사 일정: 3월 12읷~23읷까지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다녀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요르단 등)을 돌아본 후, 경험핚 모든 것은 성서학당 

및 설교를 위핚 교육자료로 홗용될 것입니다. 

 

교육부 소식 

1. 유년부 다음 주일(3/18)예배: 기도-권테이, 성경-김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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