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기도   

 
1. 뉴저지초대교회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2. 일터와 삶터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3. 공동체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4.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5.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모든 영적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6. 여름단기선교와 주일학교 VBS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교회 일정   

 
6월 29일(토)-7월 7일(주일): 페루 와라스 단기선교 

6월 30일 (주일): 7월 순장교육 

7월 6일(토)-13(토): 페루 리마 단기선교  

7월 8일(월)-13(토): 도미니칸리퍼블릭 단기선교 

7월 12일(금)-20일(토): 페루 냐우릴리아 단기선교  

7월 17일(수)부터 8주간 : 수요여성예배 8복 시리즈  

7월 26일(금)-8월 4일(주일): 페루 쿠스코 단기선교 
 

 

 

 

2019 년  7 월 두 번째 모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영광과 찬양의 노래  
시편 115 편 1-8 절  

알리는 말씀   
 

1. 2019년 교회 표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교재나눔/기도제목나눔 
 순교재 나눔시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제목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전반기에 공동체 암송과 찬양을 은혜롭게 감당해주신 모든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9/6에 18공동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4. 순모임 후에 온라인를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 로비에 비치됩니다. 
 

6.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찬양의 노래 (시편 115 편 1-8 절)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너 시험을 당해 (새 342 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Focus, 사람이 만든 우상은 무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시편 115 편 1-8 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15 편은 할렐시입니다. 할렐시는 113-118, 136, 146-150 편 등의 시로 

절기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던 시입니다. 할렐시의 특징은 찬양 인도자가 

먼저 부르면,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학자는 115 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사야 36-37 장을 듭니다. 즉, 히스기야 왕 시절 하나님의 군대가 

앗수르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배경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115 편이 114 편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115 편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무능한 우상을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시편 기자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 노래하나요? 그렇게 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1 절)  

 

 

2. 시편 기자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나요? 

(4-7 절)  

 

  

 
적용과 나눔 

1.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인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의지하던 옛 삶의 방식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말씀 다지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자신, 가족, 직장, 돈, 명예, 권력을 두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교회일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능한 우상은 

우리 영혼에 결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죄성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