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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소재 새들벡 교회 릭 워렌 
목사님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죄의식이나 
원망과 분노 혹은 세상적인 성공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죄의식이나 원망과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끝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에 화를 담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교만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허무해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며 삽니다. 자기보다 좀 나아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의 근저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자신을 포함한 존재에 긍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도 

자고하지 않고 부정적일 때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의 근저에는 자기 긍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는 사람과 자신에 대한 긍정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인정을 목말라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기에 인색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 
긍정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일에 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맛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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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Determines Worth”

★ 십일조

강창진-권오은, 이영주-경광혜, 이정우-오정미

천대용-장행자, 김주태-김요정, 김덕만-채정순

원창욱-김석순, 황영일-황수지, 최형철-조광순

이동환-이미진, 문태영-최기숙, 김진성, 김순복

김광옥, 방현수, 유순례, 윤희자, 박재우

공경민 

★ 정기헌금

심경미, 장경미

★ 감사헌금

박경순-박진희, 원창욱-김석순, 하용봉-방경숙

박상윤, 하태득, 김영자, 유일례, 박은희, 김기주

무명(14) 

★ 구역헌금 : 2구역, 3구역, 8구역 

★ 선교헌금 : 허용구

★ E.M 헌금 : 이다혜,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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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 24)

▶ 소식 

1. EM 바자회 : 오늘(15일)과 다음 주일(22일) 타지에서 학업 중인 지체들에게 보낼 선물 비용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추수 감사주일 : 다음 주일(22일)은 추수 감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감사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목표 : 13,000불)

4. 성찬식 : 다음 주일(22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5. 추수감사절 터어키 Banqet 준비 : 각 구역장님들은 오늘(15일)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교실로 모여주시기기 바랍니다. 

6. 성전에 헌화를 원하시는분은 유월선 집사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

   오늘(15일) 점심식사는 장행자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기도제목 

1) 환우들의 쾌유를 위하여 (최형철, 김영규, 황영일)

2) 임현수 목사님(토론토 큰 빛 교회)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하여 

3) 센베니또, 깨브라다 온다 연합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1.유치부.영아부 예배와 모임
   영아부실(지하)  11:00-11:30am 

2.유년부 예배 및 활동
      유년부실(2F)   11:00-12:30 pm  

3.YOUTH GROUP :11-12 pm Bible Study
                           1:30 pm Worship Service ( Main Sanctuary)

4.E.M WORSHIP SERVICE :1:30 pm Main Sanctuary 

1.경건에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Q.T 모임의 부흥을 위해

2.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3.기도에 힘쓰는 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위해
  -각 구역의 기도모임 활성화

목회기도     박경순 (1) 김주태 (2)

안내(1부)    김주태

      (2부)    이영주순, 권오은

헌금(1부)    박경순, 이승연

      (2부)    김주태, 박상윤, 김석순

헌금특송     미리아

친교기도     전옥현

친교실봉사      마르다/ 2 구역

          목회기도     옥준기(1) 김진성 (2)

안내(1부)    김진성

      (2부)    이정우, 최기숙

헌금(1부)    옥준기,,최형철

      (2부)    김진성, 오세훈, 김광옥   

헌금특송     유녀주일학교

친교기도     김요정

친교실봉사      친교실/ 3구역

          

 2. B 형 간염검진 : 뉴욕한인봉사센터 주관으로 오늘 오후 1시 부터 3시까지 본 교회 소 예배실

                        에서 있습니다. 간호사, 중국어 통역 가능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다음 주 기도 :  최기숙 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