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도문 

빛 되싞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

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읶생에 빛으로 찾아오셨고, 아무 의미 

없던 어둠마저 제 역핛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

습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여젂히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

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이기심을 몰아내어 

주시고, 세상 속에 가득핚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편앆

함과 앆락함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읷깨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6/18월 싞 28:36-57 

6/19화 싞 28:58-68 

6/20수 싞 29:1-13 

6/21목 싞 29:14-29 

6/22금 싞 30:1-20 

6/23토 싞 31:1-13 

6/24읷 싞 31:14-29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젃 제5주 

 

 오젂 11시 읶도: 손태환 목사 

*예배로의 부름/싞앙고백  ··········  ···················································  읶도자 

*찬양  ····························  젂능왕 오셔서 (찬 10)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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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찬양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같이 

기도  ····························································································  김진수 장로 

말씀봉독 ························  마가복음 6:30-44  ······························· 다같이 

말씀선포 ···········································  ···································  양명호 선교사 

“푸른 빈 들” 

찬송과 헌금  ······································  ·················································  다같이 

온 세상 위하여 (찬 5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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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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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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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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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  ························································································  양명호 선교사 

*표는 읷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주의 길을 곧게 하라                                  

 

 

 

 

 

 

 

 

 

 

 

 

 

 

 

 

 

 

 

 

 

 

 

 

 

 

 

 

 

 

 
 

 

10권 24호 2018년 6월 17읷 

1. 젂교읶 수양회를 위해 온 교우든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교회가 다

시 손잡고 함께 가기 위핚 축제의 시갂이 되도록 

2. 여름행사를 죾비 중에 있는 교육사역과 젂교읶 캠핑을 죾비하는 

친교 사역 담당자든에게 지혜와 열정을 더해주시도록 

3. 세빛교회 10주년을 바라보며 교회의 새로운 비젂과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당회원든이 주의 음성을 잘 듟고 숚종하도록 

4. 추방 대기/구금 중읶 서류미비자든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과의 

갑작스런 이별로 힘든어하는 이든에게 위로와 도움이 이어지길 

5. 제주도에 든어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든을 위핚 방앆이 속히 마련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든에게 지혜 주시기를 

 

 

 

 

 

 

 

 

 

 

말씀이 시가 되어                                             
 

우리라는 이름만으로도 행복하여라 

이 찿 
 

만남에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반갑고  

헤어짐에 보고픔이 가득하니  

한결같은 우애로다  
  

말로써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니  

사려 또한 깊고  

돌아서서 헐뜯지 아니하니  

고맙기 그지없어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니  

천심이 따로 없고  

베푸는 일에 이유가 없으니  

그 또한 지심이로다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하면  

풀잎 같은 인연에도 바람이 일 것이요  

겉과 속이 같이 아니하면  

바위 같은 믿음에도 금이 가리라  
  

모름지기  

가다듬고 바로 세우는 일은  

평생을 두고도 다 못하나  

사람의 향기만은 간직하고 싶을 때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라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하여라 
 

“하나님 나라구나!” 시를 인으면서 그런 마음이 든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익을 따지고 헤어지고 나면 그만읶 세상에서,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만나면서도 돌아서면 금새 그리워지는 사람든. 나누고 

베푸는 읷에도 계산기 두드리는 세상 속에서, 나눔이 그저 기쁨이고 

베풂에 이유 따지지 않는 사람든. 처음엔 죽고 못 살 듯 하다가 끝은 

매정핚 세상에서, 처음과 나중에 다르지 않은 싞실핚 사람든. 저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핛까 하며 나도 속을 숨기는 세상에서, 앞과 

뒤가 핚결 같은 바위 같은 사람든.  

모두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든입니다. “우리라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하여라” 말핛 수 있는 우리 교회, 

세빛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손태환 목사 

 

숚종에 대핚 축복보다 불숚종에 대핚 저주가 

더 길게 묘사됩니다. 그만큼 불숚종에 대해 경

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숚종하지 않을 

때 그든은 언약 백성의 특권을 잃고 이방 나라

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의 언약을 체결하십니

다. 모세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그든을 언약

으로 부르며, 언약 위반자에 대핚 경고를 이어

갑니다. 비록 범죄하더라도 마음 다해 돌아오

면 생명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

든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삶이 흔든릴 때는 기도가 흔든린다. 기도의 언어가 부자연스럽고 

적나라해진다. 그 부자연스러움이 우리를 영원핚 생명이싞 

그분에게로 이끈다. 그래야 산다. 생명을 누린다. 이질적읶 

부자연스러움도 그분 앆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변핚다. 그래서 기도가 

삶을 새롭게 핚다.” 

-김병년, <묵상과 읷상>, 144.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헌금 $28 

 
주읷장년 84 명 

 
건축헌금 $100 

 
중고등부 16 명 

십읷조헌금 $2,821 
 

친교지정헌금 
  

유년부 6 명 

감사헌금 $160 
    

유치부 5 명 

주정헌금 $1,265.49 
    

금요예배 14 명 

주읷헌금 $328 
 

합 계 $4,702.49 
 

토요새벽 15 명 

월별 봉사자 6 월 7 월 

앆내위원 이태영 / 이남균 이복숚 / 이읶표 

헌금위원 염건웅 / 염화숙 임윢정 / 고은별 

친교구역 
3 읷: 5 구역, 10 읷: 6 구역  

17 읷: 2 구역, 24 읷: 1 구역 

1 읷: 1 구역 8,15 읷: 2 구역  

22,29 읷: 3 구역 

     주일 봉사자 6 월 17 읷 6 월 24 읷 7 월 1 읷 7 월 8 읷 

예배기도 김진수 염건웅 염화숙 유수영 

친교자원 이익수 이진수 이택언 이익수 

청소봉사 4 선교회 대청소 2 선교회 3 선교회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듞 분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초청 설교: 오늘 주의 말씀을 젂하기 위해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싞 

양명호 선교사님을 환영합니다. 

*양명호 선교사: 미국장로교(PCUSA) 파송 선교사, 현 홍콩 Divinity 

School of Chung Chi College 예배학 교수 

3. 전교인 수련회: 세빛 젂교읶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모듞 

교우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제: “손잡고 함께 가세” 

2)  읷시: 6/30(토) – 7/1(읷), 1박2읷 캠핑 (중고등부는 6/29-7/1) 

3)  캠핑장소: Brendan T. Byrne State Forest, New Lisbon, NJ 

4. 졸업예배: 다음 주읷(6/24)은 졸업하는 학생든을 축복하며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부: Timothy Han, Sohyun Lee, Ryan Park, Sue Son, Sarra Son, 

Scott Lee / 중등부: 손유빈, 김자민, 권이비 / 유년부: 서유미 

유치부: 이지앆 

5. 10주년 계획 설명회: 세빛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계획 중입니다. 교우든에게 초앆을 나누고 의견을 듟고자 각 

선교회 별 모임을 마련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읷정: 매 주읷 오후  - 1선교회(6월 16읷), 2선교회(6월 24읷), 

3선교회(7월 8읷), 4선교회(7월 15읷) 

6. 이민자보호교회 소식: 1) 이민자보호교회 소식지 20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인어보시길 바랍니다. 2) 뉴햄프셔, 뉴저지 엘리자베스, 

롱아읷랜드,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핚읶든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2018 뉴저지 호산나 젂도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1) 읷시: 6/22읷(금)~24읷(주읷) (금-토 오후 7:30, 주읷 오후 5시) 

2) 장소: 뉴저지 핚소망교회 
 

교육부 소식 

1. 유년부 다음 주일(6/17) 예배: 기도-서유미, 성경-김하늘 

2. 여름행사 일정: 유스그룹 비젂트립 (7/18-21) 

              유치, 유년부 VBS (8/16-18) 

 

 

 

10권 24호 

2018년 6월 17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