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은 참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성금요일,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설교 시리즈로
4월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의미 있고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선한 싸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마디,
“다 이루었다”

우리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를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빛교회에는
참빛교인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로만 빛나는 사람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흉내…
후회 없는 한 마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것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루아흐, 프뉴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같이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같이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주 목사드림

5월 
목회서신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성령 설교 시리즈로 구약의 성령(루아흐-Ruach)과 신약의 성령(프뉴마-Pneuma) 
그리고  보혜사 성령(파라클레토스-Parakleto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나는...?”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묵상이 황주 목사의 인도로 있었습니다.
온라인 아침 묵상(누가복음, 출애굽기)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되었습니다.
(황주/이용민 목사 인도)

4월 11일  주일에 정기 당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  주일날  케어별로 형편에 맞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 2일 오후 8시에 성금요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대면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김성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찬양팀의 찬양과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이어 황주 목사가 누가복음 23장 35~43절 본문
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낙원
에 함께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온라인으로, 청소년 교회는 대면예배와 온라인으로 성금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신한 여행

성금요예배(Good Friday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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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부활주일 예배가  2부(9:30am)와 3부(11:30am)에 교회 본당에서 대면예배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이
날 황주 목사는 누가복음 24장 1-7절 성경본문으로 “나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2부 예배 중에는 2명의 장로, 5명의 안수집사의 안수/임직식과 10명의 권사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Youth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이하린(이종광/임보미 가정)과 황로이(황재윤/김진경 가정)의 유
아세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회에서 함께 준비한 부활절 연극(skit) 동영상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안수 및 임직자, 권사임명 명단입니다.
시무 장로: 김현걸, 이주환
시무 안수집사: 박찬두, 유재웅, 이용우(취임), 이은정, 한동완
권사 임명: 강은심, 김송미, 김현경, 민경주, 박연희, 안전은, 유숙자, 유영은, 정애란, 최영미

부활 주일 예배( East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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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성 금요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금요예배 - https://youtu.be/YFXSLL2Rc4k 

부활주일
2부 - https://youtu.be/RfdalApj-hc
3부 - https://youtu.be/s03rk5MQzgQ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
고 다시 살아나신 기쁜 부활주일에 여러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6장 교회로서(James 6 Church Movement) 
실천의 본을 보이는 EMC 주관 나눔 행사(한아름 상품
권 배포)를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회에서는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선물 준비와 픽업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한 떡과 달력을 나누어 드렸
습니다.  교회 입구 앞에서 준비한 모든 행사에 많은 성
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 오랜만에 정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부활 주일 행사

4월 1일부터 4월 22까지 매주 목요일 “하나님의 일꾼
과 사역” 책을 주제로 진행된 4주 코스의 안수집사 훈련
이 있었습니다. 5월 2일 당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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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안수집사 훈련

번개모임(하이킹)

4월 17일과 24일 토요일에 정경택 전도사의 인도로 하
이킹을 사랑하는 모임인 번개모임을 가졌습니다. 따뜻
한 봄날을 맞이하여 아름다은 자연경관을 누리며 건강
도 챙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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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참기름’에서 다양한 각도와 시각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황주 목사의 책 리뷰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기름’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dj4YZkcmK4 

참기름

5월 주요 행사

5월 5일(수)~6월 24일(목) - 봄학기 성경공부

‘새신자’, ‘성숙자’, ‘로마서’ 외에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등 다양한 주제로  봄학기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강사: 황주 목사, 이용민 목사, 박찬영 장로)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1일(토)-봄맞이 교회 대청소, 9:00 am-12:00 pm

팬데믹 기간 동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5월 1일, 8일,15일, 22일, 29일(토)-번개모임(하이킹)

5월 한 달동안 매주 토요일에 하이킹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정경택 전도사, 201-953-3929

5월 2일(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5월 7일(금) –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금요 찬양예배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 9일(주일) – 어버이날 행사(Mother’s Day)

늘푸른모임 주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와 선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5월 14일(금) – 참빛 세미나, 8:00 pm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참빛 교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신순규 집사와 함께 “주식, 채권, 그리고 하
늘의 보물: 참빛 교인들이 투자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21일(금)-참다 보니 빛이 나는 사람들, 온라인, 
8:00 pm

예수로 빛나는 참빛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첫 시간으로 한애라 집사의 신앙과 삶
의  이야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5월 23일(주일) – Messy Family, 2:00 pm

어린이 교회 주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액티비티가 교
회에서 진행됩니다.

5월 23일(주일) – Care Sunday

케어별로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5월 28일(금) –참기름 8:00 pm, 온라인

황주 목사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이
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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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요 행사

6월 4일(금) –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금요 찬양예배가 온라인과 현장예배로 본당에서 있습니
다.

6월 6일(주일) – 정기 당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8일(금) – 참다 보니 빛이 나는 사람들

참빛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예수로 빛나는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6월 24일(목)~26일(토) –Shine 2021

“Treasured”라는 주제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Shine’ 이 대면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세-5th graders) 문의 : Tim Yi 목사, 908-285-
7363

6월 27일(주일) – 36주년 창립 기념예배, 졸업예배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36주년 창립 기념예배와 어린이/
청소년 교회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6월 27일(주일), 7월 25일(주일) – Care Sunday

케어별로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6월 28일(월)-8월 6일(금) – R.O.R(Read or Run) 
Summer Camp School

6주 동안의  여름 캠프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
니다. (Pre K – 8th graders) 
문의: Jennifer Piascik, 201-336-2239

7월 26일(월)-8월 6일(토) –SMT Korea

2주 동안의 선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선교사역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이용민 목사, 908-307-3308

재정보고

<4월 주일 헌금 및 지출>

Total income : $78,542.97
Total expense: $66,263.50
<4월 COVID-19 구제헌금>
Total income : $3,717
Total expense: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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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영적인 전쟁과 현실적인 어려
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
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전 세계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 종사자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COVID-19 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빛 교회를 위한 기도

참빛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빛 성도를 위한 기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성령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며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빛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