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회(PCUSA)

 두나미스장로교회                                                           2019년 7월 21일      
 

    주일예배                                                 인 도: 박정호 목사
                                                                                                
                                                      ● 1부: 오전 8시 20분              ● 3부: 오전 11시 30분 
  
  환 영
  Welcoming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입례 찬송        ‘지난 이레 동안에’(1부)     44장(통56장) 
  Hymn                    기쁨으로 찬양    (3부)  

▲참회의 기도                  
  Confession of Sin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사도신경(새 번역)    
  The apostles' creed 
  

  찬 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Hymn             
 기 도             1부: 서은자 집사                                                                                                          3부: 허광영 장로
  Prayer                            

  

▲성경봉독            창세기 13장 8~18절                      다같이
  Scripture Reading                       

 찬 양                               ‘돌아오라’             시온찬양대  
 Anthem       
        
 설 교               “선택의 순간에 ...”                                             박정호 목사
 Sermon         
  

 봉헌송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통348장) 
   Offering Hymn          

    
▲봉헌 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축 도                                                                                                  인도자  
  Benediction         

  교회소식 나눔 & 교제     Announcements & Fellowship               

▲ 표한 곳은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 및 봉사위원          

   ● 출석 및 봉헌 통계                               

 ● 신앙훈련  
   *            

                     ● 예배 안내   

             

 ●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된다. 
둘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 영적인 대물림을 이룬다.  
셋째,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넷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 보화찾기 성경퀴즈: 창세기 (1) ◈    

 
  창세기는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모세오경(토라)의 첫 번째 책이  

   기도 하다.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  
   하고 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11장은 흔히  
   원(原)역사(Primeval history)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만물의 창   
   조, 인간의 창조와 창조 언약,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인간의 죄성(罪  
   性)의 확산과 심화(深化) 과정과 홍수 심판,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시  
   작되는 나라들의 기원 등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2∼50장   
   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의 체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   
   약,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서 요셉을 통한 야곱의 70인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언  
   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자 했다.  

  

           1장 1.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다섯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2장 1.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  

   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2. 누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슴에게 이름을 주  

   었는가?

  
   3장 1.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  

   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을 때 여자가 무슨 말로 대답했는가?  

 

   3장 2.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셀: 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   

              * 문제를 풀어서 안내석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셀리더훈련 금요일  오후 9:10~10:00

셀성경공부   첫째/셋째 주일  오후 1:30~2:30  

새가족 교육 주  일  오후 1:20~2:20

사 역 7월 21일 7월 28일 8월 4일 8월 11일

1부 기도 서은자 석호찬 임인근 표경진

3부 기도 허광영 이재봉 조기영 신정훈

안 내
석행자
이숙경

석행자
이숙경

유영해
임미라

유영해
임미라

친 교 송인명 정현태 임종분 서형태

친교 담당 인내셀 화평셀 온유셀 충성셀

꽃꽂이 - 박행자 양기자 -

출석 인원 합 계 봉 헌

주

일

예

배

1부 25

147

십일조 $2,846

주정(주일) 헌금 $480

감사헌금 $195
3부 79 유치/유년 $4

중고등부 $5
EM 31

친교헌금 $300

  중고등부 6
특별헌금 $700

유치/유년부 6

  

 금요 집회 19
합 계 $4,530

한어권

주일예배    오전 8:20(1부), 오전 11:30(3부)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6:0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00

영어권
주일예배 주일 오전 9:45 (2부)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유치/유년부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8:00



◐ 교회 소식 ◑

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분은   
담임목사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치/유년부 여름성경학교(VBS)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치/유년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CM(영어권 회중) 여름 수련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커버넌트 하버 수양관에서 진행중입니다. 
 
 3. 과테말라 단기선교사 파송예배 예고  

 * 단기선교 기간: 8월 3일(토)~10일(토)까지 

 * 파송선교사: 스티븐손, 장용정, 엔지차, 데이빗양, 엘리김, 토마스유

 * 다음 주일 3부예배 중에 파송예배를 드립니다.    

 
 4 과테말라 단기선교 후원 사역   
 다음 주일 CM에서 선교 후원을 위한 빙고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제직사역부장 모임 예고

 다음 주일(28일) 친교 후 오후 1시 15분에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6. 교회 홈페이지 

 웹싸이트 주소는 dunamispcusa.org입니다.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 성경일독 캠페인  
 7월의 성경읽기 범위는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일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8. 감사: 교회 대청소  
 지난 주일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봉사하신 교우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9. 교역자 동정 
 * 담임목사 안식월: 8월 1일(목)~10월 16일(수)  

 ☞ 안식월 기간 대부분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10. 교우 동정       

 * 환 우: 차명희 집사, 박미숙 사모, 지정자 권사      

 * 입 원: 김영숙 권사, 나일스 양로원 

 * 출 타: 정명자 권사 (자녀 방문 차), 

          이재봉 장로 가정, 친지 결혼식 참석 차 시애틀 방문  

◐ 7월, 8월 사역일지 ◑                

◈ 잊지 않았다! (2) ◈                               
                                                                                                                          

  "당신이 재판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 아닌가. 당신을 재판하지 않으면 붙잡혀도 기껏해야 추방될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이야. 그래서 당신을 본보

기로 삼기로 이미 결정된 거야."

  이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게 

북한의 검사가 한 말이다. 배선교사가 실제 북한 정권에 적대적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북한 사법당국에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케네스 배를 

'보여주기'식으로 처벌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른바 '케네스 배 사건'은 국제적 이슈가 됐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를 석방하기 위해 로버트 킹 특사를 보냈지만, 북한의 

그의 방북을 거절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을 

보내 석방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억류 생활이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 (중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었다.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고 

누구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란 약속이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약속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자의 비망록은 한 선교사의 치열한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하지만 억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깊이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 자신이 북한에 억류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집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

  '잊지 않았다'는 폐쇄된 국가에 예기치 않게 억류된 한 남자의 억울한 

이야기라기보다 한 크리스천의 처절한 자기 포기와 헌신, 인내와 소망의 

기록이다.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함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울러 "하나님은 북한의 2천400만 동포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며 "이 책을 통해서 잊힌 북한 동포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함께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혔다. 

 

 창립 2014년 8월 24일              주후 2019년 7월 21일(제 6권 27호) 

                                         성령강림 후 여섯째 주일 

                                                                                                              

             

                   
            800 S. Beau Dr. Des Plaines, IL 60016
                 ☎ 목양실   (847) 437-1756
                 ☎  휴대전화 (847) 922-2582

www.dunamispcusa.org

2019년 두나미스공동체 표어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담임목사/Senior Pastor: 박정호 (Rev. Jeongho Park)   

       교육목사/Associate Pastor: 원상영 (Rev. Sang Y Won) 

        영어권 전도사/C.M Pastor: 다니엘정 (Daniel Chong)  

       교육전도사/Sunday School Pastor: 이한빛 (Hanbit Lee)    
       시무장로: 이명익·서형태·이재봉·허광영 

       지휘자: 조진욱 집사 

       찬양사역자: 표경진 집사  

       반주자: 조미혜·신수경 집사·이한빛 전도사   

오

7월 28일(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윌례 모임

8월 3일(토)~10일(토) 과테말라 단기선교

8월 11일(주) 광복기념주일

8월 18일(주) 창립 5주년 기념주일

8월 25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성찬식 

선교회 월례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