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tter“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설교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레슨들을 살펴보았습
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꼭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댄스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배워야 합
니다.

우리 참빛 식구들은 반드시 팬데믹이 끝나기 전
까지 겸손함으로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신앙과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한국과 미국 교회들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할렐루야, 아멘”만을 외치고 
그들끼리 방역을 무시하고 “믿음으로”집회를 열
다가 결국 집단 전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아니, 화내기도 아까운 모습들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교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월이면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바램을 가져 보았지만,
아직도 감염자 숫자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은 분명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참빛 교인들은 모두 함께 지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그 사역을 Empty My Cart라 불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었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눌 수도 없었지만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
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
셨다.” (사도행전 2:44-47 COVID version)

그리운 참빛 성도 여러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모였을 때,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

황주 목사 드림

2월
목회서신



1월 주요행사

1월 한 달 동안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탄식 가운데 소망으로 기도하며, 자비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춤 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아침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황주/이용민 목사)

연합 돌보미/부돌모미 모임이 (1월10일 , 1월 29
일)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are Sunday주일(1월 24일)은 케어별로  모임
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예배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예배를 1월 3일(주일) 온라
인  라이브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 of God)’이라는 주
제로 황주 목사가 새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신한 여행

신년예배 영상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NsFkDn1J4U

새해맞이  특별새벽예배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새벽예배를 1월 1일(금)부
터 9일(토)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온라인 라이브
로 드렸습니다. 찬양팀(김성진 목사 인도)과 목회
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드린 새벽기도회에 앞으
로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특별새벽예배에  대한 영상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
list=PLv0L2vQ5lnWtKgh0gsk-Ra0RuxNLE8n3-

어린이, 청소년 교회

특별새벽예배 기간 동안에 어린이/청소년 교회에

서도 함께 온라인으로 아침묵상 시간을 가졌습니

다. 

그리고  매주 어린이 교회는 온라인으로 Youth예

배는 온라인과  Youtube  Live(Gym)로 드렸습니

다. 

늘 푸른 모임

새해를 맞이하여 시편 말씀으로 성경필사를 시작

했습니다. 성경필사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받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https://youtu.be/XNsFkDn1J4U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0L2vQ5lnWtKgh0gsk-Ra0RuxNLE8n3-


2월 주요행사

알려드립니다
케어그룹 조직 및 방향

1~3지역, 4~6지역으로 나누었던 케어그룹을 앞
으로는 통합하여 이용민 목사가 전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김금희 전도사가 함께 케어원들의 
목양 및 연락을 도와주게됩니다.

교회 사무실 오픈 시간

월: 1pm~3pm, 화-금: 9am~3pm, 
토: 9am~12pm, 주일: 8am~1pm

헌금 안내

1.체크로 보내실 경우
(Checks payable to :True Light Church)에는
교회 주소 (True Light Church, 18Essex Rd,
Paramus, NJ 0765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
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truelight.org/giving)

2월 5일(금)-금요찬양예배  8:00pm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찬양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월 14일(주일)- 정기공동의회 (본당/Drive in, 
2:00pm) 교회주보에 실린 자세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7일(수)- 사순절 시작, 재의 수요일 예배
(Ash Wednesday)  8:00pm
재의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계속되
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주일) - Care Sunday
매달 넷째 주를 Care Sunday로 지킵니다. 케어
별로 zoom으로 모입니다.

야고보서 돌보미/부돌보미 zoom 성경공부
(2/11~3/25) – 목요일  8:00pm

야고보서 zoom 성경공부
(2/18~4/1) - 목요일 10:00am

황주 목사의 인도로 6주 간의 야고보서 성경공부
를 통해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정보고

<1월 주일 헌금 및 지출>

Total  income  : $44,179.85

Total  expense: $66,304.77

<1월 COVID 19구제헌금>

Total  income  : $700.00

참빛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회복을 위한 기도

이 펜데믹 기간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돈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안정을 찾아가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빛교회를 위한 기도
참빛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랑을 나
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