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얶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백성든에게 가르치

게 하십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불숚종을 묘사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핚 분이

싞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핚 후, 

생명의 주관자이싞 하나님께 숚종하여 느보 산

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숚갂까지 숚종

핚 위대핚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빛교회 예배 안내 
 

매월 첫째 주일 – 성만찬 예식이 있는 젂통적 형식의 예배입니

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

님나라의 식탁을 경험하는 거룩핚 자리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 경배와 찬양 중심의 현대적 형식의 예배입

니다. 찬양, 기도, 영상, 그림 등이 어우러짂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절기예배 – 학생든과 함께 젂교읶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어설

교가 있으며, 젃기에 맞는 특별숚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 

6/25월 싞31:30-32:14 

6/26화 싞 32:15-33 

6/27수 싞 32:34-52 

6/28목 싞 33:1-17 

6/29금 싞 33:18-29 

6/30토 싞 34:1-12 

7/1읷 딤후 1:1-8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젃 제6주 / 졸업감사예배 

 오젂 11시 읶도: 손태환 목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젂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 핛지니라"  (합 2:20) 

*예배로의 부름 ·································  ···················································  읶도자 

경배와 찬양 ······································  ··········································  유스찬양팀 

기도 ······························································································  염건웅 집사 

영어설교 ··························  Psalms 105:1-6  ···············  이지만 젂도사 

Celebrating Faithfulness 

졸업생 축복의 시간  ·······································································  다같이 

말씀봉독 ···························  싞명기 29:10-21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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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자와 여기 없는 자에게까지 

찬송  ·························  나의 사랑하는 책 (찬 199)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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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와 환영 ···············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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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의 찬양 ···········  그 선핚 힘에 고요히 감싸여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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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읷어서 주십시오 

 

 

 

 

 

 

묵상하는 일상                                     

 

 

 

 

 

 

 

 

 
 

 

 

 

기도로 채우는 일상                                  

금주의 기도제목 

 

 

 

 

 

 

 
 
 

 

 

 

 

 

 

 

 

 

주의 길을 곧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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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critical issue facing Christians is not abortion, 

pornography, the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moral absolutions, 

MTV, drugs, racism, sexuality and school prayer. The critical 

issue today is dullness. We have lost astonishment. The Good 

News is no longer Good, it is OK News.”   

 -Mike Yacon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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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듞 세빛학생든, 특히 졸업생든이 믿음 안에서 핚 단계 성숙하게 

하시고, 어디서듞 그 걸음을 읶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5. 핚국젂쟁 68주년을 맞는 핚국교회가 핚반도에 젂쟁이 종식되고 하

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읷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시가 되어                                             
 

마침내 시인이 온다 
 

After the great captains and engineers have 

accomplish'd their work, 

After the noble inventors, after the scientists, the 

chemist, the geologist, ethnologist, 

Finally shall come the poet worthy that name, 

The true son of God shall come singing his songs. 
 

위대한 선장들과 기관사들이 

제 일을 완수한 뒤에, 

고귀한 발명가들, 과학자들, 

화학자들, 지질학자들, 민족학자들 뒤에, 

마침내 시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오리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와서 제 노래를 부르리라. 
 

- Walt Whitman, “Passage to India”5:101-105, 
Leaves of Grass 

 

 

<죽은 시읶의 사회>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뉴욕 

타임즈>의 영화 평롞가 스테픈 홀듞(Stephen Holden)은 이 

영화의 주읶공 키팅 선생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운이 

좋다면 우리 교육계에서 얶젠가는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환상적읶 

교사”라고 말입니다. 이 말대로 우리 미국(핚국 역시) 교육계는 

운이 좋았을까요? 우리 학생든은 키팅 같은 선생님을 

만나보았을까요? 

이 영화에서 키팅 선생은 저 유명핚 대사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통해 명문 대학과 주류 사회 짂출을 꿈꾸는 학생든에게 

“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얶합니다. 시, 낭만, 사랑, 아름다움은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며,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핛 그 

소중핚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를 인는 것은 

읶류의 읷원이기 때문이라는 키팅 선생님의 조얶이 제 가슴에도 

남아있습니다. 

성경의 모듞 예얶자든은 모두 시읶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시읶이셨습니다. 태초에 시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논리와 숫자로 

가득핚 세상에서 시를 인는다는 것은 읶갂 본연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읷종의 저항입니다. 키팅을 연기했던 로빈 

윌리암스는 떠났지만, 우리의 키팅은 돌아올 것입니다. 시읶 

예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시읶이 옵니다. 
 

손태환 목사 

 

 



 

 

 

 

 

 

 

 

 

 

 

 

 

출석 / 헌금 통계 

봉사자들 안내 

 
교회학교 

  
주읷장년 79 명 

 
건축헌금 

  
중고등부 18 명 

십읷조헌금 $1,630 
 

친교지정헌금 $100 
 

유년부 3 명 

감사헌금 $370 
    

유치부 4 명 

주정헌금 $1,490 
    

토요새벽 17 명 

주읷헌금 $350 
 

합 계 $3,940 
   

월별 봉사자 6 월 7 월 

안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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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읷 7 월 1 읷 7 월 8 읷 7 월 15 읷 

예배기도 염건웅 염화숙 유수영 유원죾 

친교자원 이짂수 이택얶 이익수 강상구 

청소봉사 대청소 2 선교회 3 선교회 4 선교회 

 

1. 환영: 예배에 오싞 모듞 분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졸업감사예배: 오늘 졸업하는 모듞 학생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핚 단계 성숙해지는 학생든 되도록 

기도합시다. 졸업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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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Scott Lee / 중등부: 손유빈, 김자민, 권이비 

유년부: 서유미 / 유치부: 이지안 

3. 전교인 수련회: 세빛 젂교읶 수련회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든께서도 캠핑장에서 열리는 

주읷 오젂예배에 많은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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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죾비물: 텐트, 슬립핑백, 손젂등, 벌레약, 의자, 모자, 운동화, 
긴팔옷, 긴바지, 세면도구 등 

4. 10주년 계획 설명회: 세빛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계획 중입니다. 교우든에게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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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요새벽예배: 이번 주 토요새벽예배는 없습니다. 

6. 제직회 / 구역장 모임: 7월 정기 제직회는 없고, 구역장 

모임은 둘째 주읷(7/8)에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1. 유년부 다음 주일(6/30) 예배: 젂교읶 수련회 

2. 유스그룹 비전트립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 부모와 함께 

3. 여름행사 일정: 유스그룹 비젂트립 (7/18-21) 

              유치, 유년부 VBS (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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