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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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사역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 일정   

 

8월 25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교육부 졸업주일 

9월 1일(주일) : BM Fort Lee 오전예배 신설 감사예배  

9월 2일(월) : 노동절 (Church Closed)  

9월 14일(토) : HF Family Picnic  

9월 17일(화)-20일(금) : 창조과학탐사여행  

9월 20일(금)-22일(주일) : 영커플 가족 수련회  

9월 29일 (주일) : 10월 순장교육  

10월 18-20(금-주): 창립기념주일기념 부흥회  
 

2019 년  9 월 첫 번째 모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9 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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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순교재 내용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9/6 - 18공동체, 9/13 - 19공동체, 9/20 - 20공동체, 9/27- 
21공동체, 10/4 - 22공동체, 10/11 - 23공동체  

 
4. 가족 순예배 교육은 8/25일 3pm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순교재 다운로드 항목에 자녀를 위한 순교재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5. 순모임 후에 온라인를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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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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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대일 동반자, 양육자, 제자훈련, 초대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9 편 1-1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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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찬 200 장),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Focus,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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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시편 19 편 1-14 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9 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노래하면 온 회중이 함께 따라 

불렀던 그런 스타일의 찬양곡의 가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곡은 3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 마음의 고백과 간구로 이어집니다.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보면, 

처음에는 하늘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머물다가, 내 마음과 

영혼으로 포커스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우주와 나의 영혼의 

소우주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깊이 담겨 있는 시편 19 편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 우리 

영혼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시인은 첫째 단락(1-6 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창조물은 무엇인가요? (4-6 절).  

 

 

2. 시인은 둘째 단락(7-11 절)에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다양한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특성에 특별히 큰 유익을 얻었나요?  

 

3. 시인은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애통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12-14 절). 시인은 자신의 말과 묵상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나요(14 절) 

 
적용과 나눔 

1.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성경말씀이 있나요? 

평생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말씀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2.요즘 나의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어떠한가요? 거룩한 제사처럼 

정결한 언어를 사용하나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더욱 성숙해 질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 말씀 다지기   

시인은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마치 속죄제사의 흠없는 

제물처럼 주님께 열납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최고의 군인이었고, 유명한 씽어 

쏭라이터(Singer- Songwriter)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신실한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공예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거룩의 언어로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