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빛 가족 여러분 

가을 단풍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과 함께 

단풍구경을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코로나 19 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에 시작되었는데 

낙엽 지는 가을날 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차 대유행이 올 것을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겪어 보았으니 

능히 견디어 내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도록 

팬대믹을 이겨낸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걸어간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11 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라면 꼭 투표해야 합니다. 

앞으로 4 년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 리더들을 위해,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황주 목사 드림 

 

목회서신 



 
 

참빛 소식 

9~10 월 주요행사 

한 주간의 영성 훈련, 참신한�여행 

예전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한 주간의 

영성 훈련을 돕기 위해 참신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참신한 여행은 ‘참빛 신앙 한주 여정’을 뜻하는 

줄임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한 주 동안의 

영성 훈련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일예배는 온라인과 현장예배를 겸합니다. 매일 

성경 첫걸음 신약 50 일의 스케줄에 따라 ‘아멘 

설교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금요찬양예배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아침묵상으로 변경했습니다.   

• 아침묵상은 신약 50 일 스케줄을 마쳤고(황주 

목사 진행) 다시 매일 성경 스케줄로 담임목사와 

부목사들이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 

수기모(수요기도모임)가 새로 생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실, 목회팀과 

성도님들이 예배실에 모여 자유롭게 개인기도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서(Youth)도 Tim 목사, David 

전도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신약 50 일 성경공부가 8 주간에 걸쳐 

화상(zoom)으로 진행되어 마쳤습니다.(황주 

목사 인도) 

 

 

• 케어모임은 각 케어그룹에서 화상(zoom)으로 

또는 안전한 야외 또는 교회 놀이터 옆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주 목사의 야드심방이 주로 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터 또는 집 

밖에서 심방하고 있습니다.  

• 소수가 야외에 모여 친교 나누는 ‘번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이킹(문의: 

정애란 집사, 201-446-3361)이 있으며 

비정기 골프모임(문의: 황의열 집사, 201-803-

3168)이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현교명 장로와 

황의열 집사, 정경택 전도사가 팀을 이뤄 

아름다운 가을풍경이 있는 곳을 찾아 하이킹팀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10 월 가을 이벤트로 

Storm King Art Center(10/15)에 구본정 

전도사의 작품 설명과 함께 야외 설치미술을 

감상하며 가을풍경속을 걸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 안수식 

참빛교회 소속 PCUSA(미국장로교)에서 조윤정, 

Timothy Yi 목사의 목사 안수식이 9 월 27 일 오후 

4 시 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PCUSA 팰리세이드 

노회 주최로 안수식이 있었고, 노회 

행정전권위원회(황주 목사, 최효일 장로 포함), 

게스트 스피커(Rev. Grace Pak), 참빛교회 성도, 

가족 및 친구 100 여명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조윤정 목사는 장년교육담당 부목사로, 

Timothy 목사는 어린이/청소년 교회 담당 부목사로 

섬깁니다.  

 

케어모임 조직 및 방향 

10 월부터 케어모임 지역을 둘로 나눠 1~3 지역은 

조윤정 목사, 4~6 지역은 이용민 목사가, 늘푸른 

케어는 김은경 전도사가 담당하여 케어돌보미/ 

부돌보미 및 케어원들의 돌봄 및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돌보미/부돌보미 모임은 

1~3 지역은 매주 첫째 주일에(조윤정 목사 인도), 

4~6 지역은 매주 셋째 주일에(이용민 목사 인도), 

각각 오후 1 시 30 분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로 세워진 케어돌보미는 김범석 집사/이영림 집사, 

신순규 집사/한근주 집사, 최영미 집사, 현교명 

장로/현춘택 권사, 부돌보미는 김현호 집사/황선희 

집사, 김효건 집사/김지희 집사, 이인태 집사/김수경 

집사입니다. 

 

YANA Coffee House Live with Three Tenors 

세 명의 테너(참빛교회 성도; 안세훈 집사, 유재웅 

집사, 이주환 장로)와 함께 하는 Yana Coffee 

House 라이브 공연이 10 월 10 일 오후 5 시 교회 

파킹장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야나커피를 마시며 가곡, 오페라, 뮤지컬 노래 등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Funtastic 31 Truck or Treat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Funtastic 31 이 이번에는 야외에서 Tim 목사의 

인솔 하에 어린이/청소년 부서 전도사와 봉사자들이 

준비하여 ‘Truck or Treat’으로 

진행하였습니다(10/31, 2:30pm~5:00pm, 

파킹장).  

 

 

 

 

 

 

 

 



 
그 외 리더 모임 

당회(정기당회, 정책당회 및 임시당회),  

안수집사 모임(9/20, 2 부예배 후, 놀이터옆),  

공천위원회 모임 (10/18, 5:00pm, zoom), 

교육부서 부장 집사 모임 (10/25, 1:00pm)  

 

재정보고 

 
9 월 10 월 

COVID 19 

구제헌금 내역 

총수입 

총지출 

$46,976.52 

$90,422.66 

$49,791.77 

$45,995.72 

$100,874.88 

  $46,517.69 

 

11 월 주요행사 

• 1~3 지역 돌보미/부돌보미 모임 

(11/1, 1:30pm, 본당) 

• 4~6 지역 돌보미/부돌보미 모임 

(11/15, 1:30pm, 본당) 

• 온가족 추수감사예배(11/22) 

 

 

 

 

 

 

 

 

 

 

팬데믹 시대에 드리는 

참빛 기도 
『20 Prayers to Pray During This Pandemic』  

(Jen Pollock Michel, 2020 년 3 월 18 일) 중 일부 발췌 
 

1. 병환 중에 계시거나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2.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과 

시설을 제공해주소서.” 

 

3.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4.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5. 정부 기관을 위하여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게 하시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술과 지원을 충족시켜 주소서.” 

  

6. 전 세계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7.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