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광야를 걷는듯한 불확실성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빛나듯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올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멈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경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참빛식구들 모두가
매일 저녁 같은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식구가 모여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기도하고 같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책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가족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 저녁기도가 심금을 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새해에도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암울한 시절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즐겁게 춤추는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 
화이팅!

황주 목사 드림

목회서신

1월 
목회서신



•12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물가의 크리스마스’ 설교 시리즈로
설교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로 여인에게 다가온 크리스마스
가 우리에게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온라인 아침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되었습
니다. (황주/이용민/조윤정 목사).

•연합 돌보미/부돌보미 모임이 12월 6일 zoom 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반가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모일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탄선물을 교회에서 pick up하는 시간
을 마련했습니다(12월 26일, 27일).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에서 마련한 선물과 캘린더, 주소록, 마스크 등을 나눠드렸습니
다. 잠시나마 서로 인사를 나누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선물 Pick Up 관련 더 많은 사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
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ruelight.smugmug.com

•늘푸른 모임에서 교회에 나오시
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황주
목사, 김은경 전도사, 김승 집사,
이영순 권사가 방문하여 선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12월 26일).

금년 Together is Better는 팬데믹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에서 온라인으로 연주와 노래, 댄스, 상황극, 뮤직비디오, 크리
스마스 요리, 동화구연, virtual choir 등 다채롭고 참신한  내용
으로 12월 24일 저녁 7시에 방영되었습니다

온라인 Together is Better는 다음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언제
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bUqyyl6QoE

금년 성탄절 예배는 5명의 목사(김성진/이용민/조윤정/황주/
Tim Yi)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및 찬양 등을 소개하며 함
께 찬양을 불러보는 형식의 예배로 12월25일 오전 11시에 온라
인으로 드렸습니다.

2020년 송구영신예배를 12월 31일 저녁 8시에 한 해를 돌아보
는 동영상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https://youtu.be/nbUqyyl6QoE


한해 동안 ‘저녁기도’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 저)책
으로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 기도문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
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2월 27일 주일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재현/최은정 성도 가정에서 최은정 성도와 아들 서후의 세례
식 그리고 둘째아들 지후의 유아세례가 황주 목사의 집례로 있
었습니다. 이날 당회 장로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케어그룹이 
함께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심재일/심현주 케어). 
또한 Andrew Piascik 전도사와 제니퍼 사모의 딸 Juliana의 유
아세례가 Timothy Yi 목사의 집례로 있었습니다. 조셉 추 목사
와 City on a Hill 리더들이 참석하여 축하했습니다. 세례식
과 유아세례식은 신년예배(1/3일 주일)에  방영됩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관련 사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보실 수 있습니
다.  https://truelight.smugmug.com

•새해맞이 특별새벽예배가 2021년 1월1일(금)부터 9일(토)
까지 새벽 6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있습니다.

•신년예배가 2021년 1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식: 12/27(주일)에 있었던 유아세례와 세례식이 1/3(주일)
예배 때 방송됩니다.
세례 대상자: 최은정 성도, 김서후 어린이/유아세례 대상자:
김지후 어린이(김재현/최은정 성도 가정),
Juliana Piascik(앤드류 전도사/제니퍼 사모 가정)

•정기공동의회가 2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주일 헌금 및 기타>
   Total income:  $90,286.81
   Total expense: $51,975.74
 <12월 COVID 19 구제헌금>
   Total income:  $1,319
   Total expense: $ 2,000 

-새해맞이 기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신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
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는 한해
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 질병과 재정난 등으로 고
통 받고 신음하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빛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참빛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서로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https://truelight.smugmu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