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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씀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총회장 강성숙 사모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가 어느듯 32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위해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곳 미주 땅에서 열매를 바라보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열매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벌써 2017 년도 3 월을 향해 달려 가고 있지만, 그 속도 

만큼이나 세상도 알 수 없는 어둠을 향해 달려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찌 이겨낼지 심히 고민스러웠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2016 년 제 9 차 총회를 산호제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악인도 선하게 

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인도 악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간구 합니다”라는 

표어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든지, 이 세상을 

징계하시든지,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 분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일을 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올 2017 년 세계기도일예배는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필리핀 교회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립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 드리며 

그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어두운 역사, 이어진 빈곤, 무더운 날씨, 높은 실업률, 빈부의 격차 등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 교회 여성들이 부르는  희망과 행복의 노래에 우리가 합창으로 

화답하며 올려드립니다. 세계가 하나되어 올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평안과 기쁨, 감사, 

만족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필리핀과 함께 세계기도일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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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 기 도 일  

(World Day of Prayer) 
 

세계기도일은 전 세계 180 여 개국 교회여성들이 매년 3 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기 처한 곳에서 한 날 한 시에 하나의 주제로 예배하면서, 

지구에서는 24 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 그리고 한 몸의 유기체적 연합이 현실에서 

구현된다.  

 

종족, 문화, 전통,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 여성들은 돌아가며 

예배문을 작성하고 함께 예배의 주체로 서 간다. 이 과정에서 세계 

여성들은 각 나라 여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고, 서로의 관심과 필요, 기도제목을 나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 가진 자와 없는 자, 

인간과 자연간의 공정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불화와 분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신앙의 실천을 결단한다.  

 

세계기도일은 메리 제임스(미국 장로교 국내선교 부의장)라는 여성이 1887 년 당시 미국으로 새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날’을 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도모임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과 여성여행자들을 통하여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갔고, 드디어 1927 년에 “세계기도의 날”이 정해지게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많은 나라들이 이 기도의 날 지키는 것을 금지 당했으나 여성들은 

비밀리에 이 날을 지켜냈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자라난 이 기도운동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뻗어나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세계기도일 운동은 1922 년에 시작되었으며, 초창기부터 교파를 초월하고 여러 교파 

여성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예배해 왔다. 1930 년에는 김활란 선생이 “예수님만 바라보며”를 주제로 

한국을 위한 세계기도일 예배문을 작성했고, 1963 년 “이기는 힘”, 1997 년에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란 주제로 3 번에 걸쳐 전 세계교회로 부터 기도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써 미주 한인기독여성들은 1984 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설립하여 

32 년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미국내 

한인교회여성들이 세계기도일예배를 드리도록 주관하고 있다.  

 

 

 

 
 

세계기도일 로고 

둥근 원은 지구를 상징하며, 

십자가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세계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여성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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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필리핀 공화국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7,107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그 중 대략 

1,000 개의 섬이 유인도이고, 그 가운데 절반의 섬은 2.5 ㎢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열한개의 섬이 필리핀 대륙의 95%를 차지한다. 섬들이 환태평양 지진대와 적도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지진과 태풍이 잦다. 매년 평균 스무번의 태풍이 강타한다. 
 ￭ 인구        

필리핀의 인구 성장률은 2.04%로 아시 

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평균 연령은 매 

우 젊어서, 미성년자가 약 31%이다. 필리피 

노의 대다수는 다양한 민족어를 가진 오스 

트로네시아어족이고, 검은 피부의 원주민 아 

에타족(Agtas)은 소수이다. 필리핀의 언어는 

120∼170개에 이른다. 그 언어들은 대부 

분 여러 방언들을 갖고 있어서 군도 전역에 

총 3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 1930 

년대 이후, 정부는 타갈로그어에 기초한 

국가 언어, 필리피노의 사용을 장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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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부족생활을 하던 필리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521년 스페인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   

젤란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 후 300년 이   

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1898년 스페인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는 미국의    

지배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2   

년부터는 일본의 점령 하에 놓였다가 1945   

년 마닐라 조약 체결로 필리핀 공화국은 독 

립국가가 되었다. 미군부대의 공식적 철수 

후에도 투자와 군사력, 종교와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 미국의 영향이 잔존하고 있다.  

￭ 정치  

필리핀 민주정부는 대통령제를 동반한 헌법공화국의 형태를 띤다. 무슬림 독립지구인 

민다나오 섬을 제외하면, 하나의 단일국가이다. 민다나오 섬의 모로 민족해방전선과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반란세력을 키우자 정부는 이들과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협상해왔다. 그 결과 무슬림 지역 민다나오 섬에서의 충돌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체, 방사모르 자율 지역을 위한 기본법안이 마련되었다. 필리핀은 현재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 경제 

2013년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필 

리핀의 경제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전 세계에서 39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필리핀은 농업형 

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전환 

중에 있는 신흥산업국가로 간주된다. 국내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여성들이며 세계 

최대의 이주국가에 속하는 필리핀은, 

정부가 국내의 불충분한 일자리 때문에 

해외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며 이주 노동자 보호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착취와 폭력, 차별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현재 필리핀의 경제는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전히 수출 지향적, 수입 의존적인 농업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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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상황 
16세기에 스페인의 식민화가 시작되기 전, 

필리핀 여성들은 공동체에서 비교적 높은 지 

위를 누렸다. 1900년대 말 미국의 식민지배 

로 반(半)봉건적인 여성 착취와 억압이 강화 

되고, 낡은 지주제도를 유지하고 수출형 자 

본주의 생산제도를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값싼 예비 인력과 서비스직 가사 도우미 

들의 결합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토지에서 

쫓겨났고, 대농장에는 카바레가 미군 부대 주변에는 나이트클럽들이 들어서면서 조직적인 

성매매가 성행되기도 하는 등, 현재 대다수의 필리피노 여성들은 가난하고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 필리핀 헌법은 동등권을 부여하지만, 기실 필리피노 여성들은 가정, 교회, 사회

에서 차별당하고 종속적 존재로 취급받는다.  

.  

 

￭ 필리핀의 세계기도일 

개신교 기독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 필리핀에 전래 되었으며, 개신교단들은 

미국의 통치기에 북미 선교사들에 의해 들

어왔다.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세계기도일을 

필리핀에 소개하였고, 오늘날 필리핀 교회

여성연합회(CWUP)로 알려진 복음적 교회

여성연합회가 1947년에 조직되었다. 세계

기도일을 지키는 것이 그 단체의 주요 활

동이었다. 지난 70여 년간, 필리핀 교회여

성연합회는 세계기도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세계기도일 행사를 주관해왔다. 세계기도일은 

교회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은 돈 운동(Fellowship of the Least Coin)과 함께 추진되었다.  

￭종교 분포는 로마카톨릭 83%, 개신교 9%,이슬람교 5%, 불교 1%, 기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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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례 ∙∙∙∙∙∙∙∙∙∙∙∙∙∙∙∙∙∙∙∙∙∙∙∙∙∙∙∙∙∙∙∙∙∙∙∙∙∙∙∙∙∙∙∙∙∙∙∙∙∙∙∙∙∙∙∙∙∙∙∙∙∙∙∙∙∙∙∙∙∙∙∙∙∙∙∙∙∙∙∙∙∙∙∙∙∙∙∙∙∙∙∙∙∙∙∙∙∙∙ 인 도 자 

        (필리핀 찬양에 맞추어 인도자, 설교자, 여성(1,2,3), 고백자(1,2,3,4,5),  

        낭독자(1,2,3,4,5,6,7), 어린이, 청소년, 이주노동자, 원주민, 농부노동자, 

봉헌기도자가 순서대로 입장한다. 기수부터 순서대로 입장하면서 손에  

든 것을 제대에 내려놓고 각자 자리로 돌아간다.)  

촛불점화 ∙∙∙∙∙∙∙∙∙∙∙∙∙∙∙∙∙∙∙∙∙∙∙∙∙∙∙∙∙∙∙∙∙∙∙∙∙∙∙∙∙∙∙∙∙∙∙∙∙∙∙∙∙∙∙∙∙∙∙∙∙∙∙∙∙∙∙∙∙∙∙∙∙∙∙∙∙∙∙∙∙∙∙∙∙∙∙∙∙∙∙∙∙∙∙∙∙∙ 맡 은 이 

인사말씀 ∙∙∙∙∙∙∙∙∙∙∙∙∙∙∙∙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인사말씀 낭독) ∙∙∙∙∙∙∙∙∙∙∙∙∙∙∙∙∙∙∙∙∙ 맡 은 이 

세계기도일소개 ∙∙∙∙∙∙∙∙∙∙∙∙∙∙∙∙∙∙∙∙∙∙∙∙∙∙∙∙∙∙∙∙∙∙∙∙∙∙∙∙∙∙∙∙∙∙∙∙∙∙∙∙∙∙∙∙∙∙∙∙∙∙∙∙∙∙∙∙∙∙∙∙∙∙∙∙∙∙∙∙∙∙∙∙∙∙∙∙∙ 맡 은 이 

필리핀소개영상 ∙∙∙∙∙∙∙∙∙∙∙∙∙∙∙∙∙∙∙∙∙∙∙∙∙∙∙∙∙∙∙∙∙∙∙∙∙∙∙∙∙∙∙∙∙∙∙∙∙∙∙∙∙∙∙∙∙∙∙∙∙∙∙∙∙∙∙∙∙∙∙∙∙∙∙∙∙∙∙∙∙∙∙∙∙∙∙∙∙ 다 함 께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마 20:1-16) 

(Am I Being Unfair to You?) 
 

 

예배를 위한 준비 

  

1. 예배를 맡은 이:  설교자, 봉헌기도자 

                   인도자, 여성(1,2,3), 고백자(1,2,3,4,5), 낭독자(1,2,3,4,5,6,7), 

                   어린이, 청소년, 이주노동자, 원주민, 농부노동자 
 

2. 예배단 장식:  제대를 흰색 천으로 덮는다. 뒤쪽 왼편에 주제그림, 오른편에 필리핀의                 

국화인 삼파귀타와 같은 흰꽃으로 장식한다. 중앙에 성경책과 십자가                

를 놓고 양쪽에 2 개(빨강, 파랑)의 양초를 놓는다. 앞쪽에 과일바구니,                

쌀, 저울, 벼나 대나무 그리고 야자수와 비슷한 잎사귀를 배열한다 
 

3. 준비물:  흰색 천, 양초 2 개(빨강, 파랑), 성경책, 십자가, 과일바구니, 주제그림, 저울,  

           대나무 혹은 벼, 야자수와 비슷한 잎사귀, 스톨 
 

4. 예배 전: 예배찬양을 배우고 세계기도일 예배문 작성국인 필리핀에 관한 영상을 본다. 
 

5. 각 부분의 순서를 맡은 이들은: 예배 시작 전에 행진하여 앞 좌석에 앉는다. 
 

6. 행진을 위한 찬양: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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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 도 자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 자매 형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여성들이 같은 날, 같은 주제, 같은 예배문으로 드리

는 제130회 세계기도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필리핀 교

회여성들이 만든 예배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제를 상징하는 

제대 위에 필리핀 국기의 색상인 흰색 천을 깔고, 양 옆에 빨간색과 파란색 초

를 놓았습니다. 중앙에 마태복음 20장이 펼쳐진 성경책과 십자가 그리고 뒤쪽

에는 필리핀의 국화인 삼파귀타와 같은 흰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주제그림에

서 필리핀 교회여성이 들고있는 저울과 과일바구니, 쌀, 대나무 혹은 벼, 야자

수와 비슷한 잎사귀로 장식을 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라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자 1 : 필리핀에서는 모든 사람과 ‘마부하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은 “건강하세요”, 

  “성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만세” 등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타갈로그어 

           (필리핀 공용어)입니다. 마부하이! 

 

인사자 2 :  2017년 세계기도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올해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 

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 일어서십시오) 

인 도 자 :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였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요! 

다 함 께 :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인 도 자 :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 함 께 :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인 도 자 :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다 함 께 : 완전한 선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인사와 나눔 ◈ 

◈ 부름과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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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송 ∙∙∙∙∙∙∙∙∙∙∙∙∙∙∙∙∙∙∙∙∙∙∙∙∙∙∙∙∙∙∙∙∙∙∙∙∙ Come to the circle ∙∙∙∙∙∙∙∙∙∙∙∙∙∙∙∙∙∙∙∙∙∙∙∙∙∙∙∙∙∙∙∙ 다함께 

 

 

◆ 경제 정의를 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인도자: 자! 이제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 성 1 : 저는 필리핀 제도 남부에 있는 섬, 민다나오에서 온 멀린(Merlyn)이에요. 일곱 

살이었을 때,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후

에 아버지는 토지 분쟁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지요. 저는 어린 동생들을 학교

에 보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어떤 중개업자와 함께 배를 타고 대

도시 마닐라로 왔어요. 저는 열다섯 살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여덟 

살이라고 속였지요. 중개업자가 제게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24시간 주 7일 동안 전천후 도우미로 일했어요. 

석 달 동안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직하고 이사를 했지요. 

그러자 고용인은 저를 자기 딸의 귀걸이를 훔친 전문 절도범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마닐라시 교도소 유치장에 이박 삼일 간 갇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독

교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덕분에, 저는 노동고용부에 부당노동 행위로 소

송을 걸어 승소했지요. 전문 절도죄의 누명도 벗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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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수많은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녀들, 고국을 떠난 해외 필리핀 노동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우리는 대도시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우리는 결국 가사 도우미가 되지요. 우리

는 종종 학대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2012년 11월에 가사 노동자 

법 2012 (필리핀어로 카잠바하이 법안이라고 부른다)가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

되었답니다.  

카잠바하이 법은 사람들이 가사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투쟁한 결과예요. 

2백만 명이 넘는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법이 필요해요.  

여성 2 : 저는 실리아입니다.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지요. 저는 북부 

필리핀의 큰 섬 센트럴 루손의 사탕수수 대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요. 

제가 받는 하루 품삯으로는 가족이 살기에 부족해요. 토지 이용 전환과 대농

장의 기계화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 이틀 일해요. 

가족을 위해 가외수입을 벌고자 어묵과 완자를 판답니다. 또 다른 집 세탁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비누와 치약을 파는 “파격 세일”도 해요. 열심히 일하는 데

도, 가족에게 적절한 삼시세끼를 공급하거나 따로 상수도를 설치할 돈을 벌지 

못해요. 공동 수돗가에서 물을 길어 와야 하죠. 

다른 농장 인부들처럼, 저도 사탕수수를 경작할 땅 한 평의 땅을 갖게 되길 고

대하고 있어요. 토지 주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적 농업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지를 자격 있는 농부-수혜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

리가 정당한 삶을 살 권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성 3 : 저는 69세 과부 에디타에요. 세 명의 기혼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중앙 필리핀 

오르모크 시에 사는데,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이 우리를 덮쳤지요. 가게와 

집을 잃었지만, 감사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임시 가옥에서 

이웃들과 동거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집을 재건축할 방도는 찾지 못했지

만, 우리는 지금도 태풍의 희생자들을 원조해주는 단체들에게 감사하고 싶어

요. 저는 크리스찬 에이드(Christian Aid, 영국의 자선 단체)에서 일한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어요. 

태풍 하이옌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저는 일자리와 새 집을 구하고 

있어요. 태풍 하이옌이 몰고 온 무서운 황폐된 것을 돕기 위하여 전 세계 공동

체에서 수십 억 달러 기부금을 쏟아 붓지만, 정부의 재건 프로그램은 너무 느

려요. 이럴 때, 우리는 연대가 우리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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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인 도 자 :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시다. 

고백자 1 : 하나님, 우리의 자매들 이야기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가렸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많은 목소리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 함 께 : 하나님, 당신은 평화를 구하는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백자 2 :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변명했습니다. 

다         다 함 께 : 하나님, 당신은 지구를 보호하려는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백자 3 :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이 지구를 구해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         다 함 께 : 당신은 화해를 구하는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 고백과 기원 ◈ 

여는찬송 ∙∙∙∙∙∙∙∙∙∙∙∙∙∙∙∙∙∙∙∙∙∙∙∙∙∙∙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6장) ∙∙∙∙∙∙∙∙∙∙∙∙∙∙∙∙∙∙∙∙∙∙∙∙∙∙∙∙ 다함께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wns68o-HQAhWE5yYKHWzhCQoQjRwIBw&url=http%3A%2F%2Fwww.bible4u.pe.kr%2Fzbxe%2F%3Fmid%3Dhymn_list%26act%3Ddetail%26uid%3D36&bvm=bv.140496471,d.cGc&psig=AFQjCNGV9HO-oFXB7KF_YOFZ9LSFLIvKRw&ust=148117242906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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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자 4 :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인종이나 문화는 모른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다         다 함 께 :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빈민들과 노숙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자 5 : 하지만 우리는 도움이 악용될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 함 께 : 주님, 우리의 단순한 핑계거리가 동이 났으니 이제 우리의 악함을 피할 길

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 이끄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행동하게 하소

서. 아멘. 

 
 

찬  송 ∙∙∙∙∙∙∙∙∙∙∙∙∙∙∙∙∙∙∙∙∙∙∙∙∙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 다함께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C_f3eheDQAhWCMGMKHVU3A6wQjRwIBw&url=http%3A%2F%2Fdirum.tistory.com%2Fentry%2F%25EC%25B0%25AC%25EC%2586%25A1%25EA%25B0%2580-508%25EC%259E%25A5-%25EC%259A%25B0%25EB%25A6%25AC%25EA%25B0%2580-%25EC%25A7%2580%25EA%25B8%2588%25EC%259D%2580-%25EB%2582%2598%25EA%25B7%25B8%25EB%2584%25A4-%25EB%2590%2598%25EC%2596%25B4%25EB%258F%2584&psig=AFQjCNHJFwQpA3BulXuciG7XnXFFXVV_9w&ust=148113008228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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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자 :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

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이사야서 51:1; 55:12)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낭독자 1 : 마태복음 20장 1절 - 16절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  

    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 용서와 확증◈ 

◈ 말씀 나눔과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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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묵상과 나눔: 

 

낭독자 2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포도 

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러 하루에 일곱 번 나가고 각 사람에게 하루 일당 

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집주인과 같습니다. 

 

낭독자 3 : 실업의 시대에 우리는 하루가 가는 동안 더 많은 일꾼들이 고용된 것을 즐거 

워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맨 처음 왔다면, 우리는 나중에 고용된 사람 

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것에 불평했을 것입니다. 

 

낭독자 4 : 필리핀에서 쌀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모내기와 추수를 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임금은 주고받지 않지만, 추수한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눕니다. 

이런 관행을 닥갸오 (dagyaw)라고 부릅니다. 

 

낭독자 5 : 닥갸오는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훌륭한 방도이자, 서로 자비와 돌봄을          

베푸는 길입니다. 

 

낭독자 6 : 성경에서 예수님은 관대한 집주인을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온 종일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삯을 받았을까요? (잠시 멈춘다)  

           닥갸오를 집주인의 관대함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춘다)  

 

낭독자 7 :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누가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까? (잠시 멈춘다)  

           여러분은 추수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잠시 멈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멈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잠시 멈춘다)  

           여러분의 생각과 응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선포 ■  

 

찬 양 ∙∙∙∙∙∙∙∙∙∙∙∙∙∙∙∙∙∙∙∙∙∙∙∙∙∙∙∙∙∙∙∙∙∙∙∙∙∙∙∙∙∙∙∙∙∙∙∙∙∙∙∙∙∙∙∙∙∙∙∙∙∙∙∙∙∙∙∙∙∙∙∙∙∙∙∙∙∙∙∙∙∙∙∙∙∙∙∙∙∙∙∙∙∙∙∙∙∙∙∙∙∙∙∙ 찬양대 
 

말 씀 ∙∙∙∙∙∙∙∙∙∙∙∙∙∙∙∙∙∙∙∙∙∙∙∙∙∙∙∙∙∙∙∙∙∙∙∙∙∙∙∙∙∙∙∙∙∙∙∙∙∙∙∙∙∙∙∙∙∙∙∙∙∙∙∙∙∙∙∙∙∙∙∙∙∙∙∙∙∙∙∙∙∙∙∙∙∙∙∙∙∙∙∙∙∙∙∙∙∙∙∙∙∙∙∙ 맡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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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  헌 ■  
 

인도자: 세계기도일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헌금은 필리핀과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수표는 KCWU, USA로 써 주세요) 

      1. 세계기도일 헌금은 전액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로 보내져서, 

         1) 빈곤과 차별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필리핀 교회여성들을 위하여 

         2) 세계 불우이웃과 결식아동, 노약자, 장애자들을 위해 

         3) 세계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2. 지역별로 모으는 작은돈 헌금은 

         1) 지역의 불우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2) 지역 출신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봉헌찬송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 다함께 

 

봉헌기도 ∙∙∙∙∙∙∙∙∙∙∙∙∙∙∙∙∙∙∙∙∙∙∙∙∙∙∙∙∙∙∙∙∙∙∙∙∙∙∙∙∙∙∙∙∙∙∙∙∙∙∙∙∙∙∙∙∙∙∙∙∙∙∙∙∙∙∙∙∙∙∙∙∙∙∙∙∙∙∙∙∙∙∙∙∙∙∙∙∙∙∙∙∙∙∙∙∙∙∙ 맡은이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PiYP-zcLQAhVp6YMKHRspCLQQjRwIBw&url=http%3A%2F%2Fccm.ieraser.net%2F359&psig=AFQjCNHYrJ6kPoUuFgHct4D2BQGT7Kl5qQ&ust=14801186537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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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저는 어린이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함께 : 소망과 화해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이주 노동자 : 저는 필리피노 이주노동자입니다. 정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다함께 : 정의와 해방의 하나님,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불의의 원인을          

 근절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청소년 : 저는 청소년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다함께 : 우리의 스승이요 인도자이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가능성을 

발휘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기회를 보장해 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원주민 : 저는 원주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 종족의 유산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다함께 :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정의, 섬김의 글로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농부노동자 : 저는 농부이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좀 더 깊이 알고, 당신의 

             부르심대로 행동하는 변화의 역군이 되고 싶습니다. 

다함께 :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하나님, 우리가 변화의 씨앗이 되고 당신의 도구가   

되어 당신의 샬롬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소서.  

 

 

 

(※ 일어서십시오) 
 

인도자 :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고 보내십니다. 

다함께 : 우리의 삶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겠습니다. 

인도자 : 정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망의 씨앗을 심고 해방과 사랑의 열매가 되라고 

         보내십니다. 

다함께 : 우리의 손으로 그 씨앗을 심고, 키우고, 거두겠습니다. 

인도자 : 성령께서 여러분을 공정함과 기쁨의 도구가 되라고 보내십니다. 

다함께 : 당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광 고 ∙∙∙∙∙∙∙∙∙∙∙∙∙∙∙∙∙∙∙∙∙∙∙∙∙∙∙∙∙∙∙∙∙∙∙∙∙∙∙∙∙∙∙∙∙∙∙∙∙∙∙∙∙∙∙∙∙∙∙∙∙∙∙∙∙∙∙∙∙∙∙∙∙∙∙∙∙∙∙∙∙∙∙∙∙∙∙∙∙∙∙∙∙∙∙∙∙∙∙∙∙ 맡 은 이 

◈ 약속과 파송 ◈ 

◈ 감사와 중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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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도 ∙∙∙∙∙∙∙∙∙∙∙∙∙∙∙∙∙∙∙∙∙∙∙∙∙∙∙∙∙∙∙∙∙∙∙∙∙∙∙∙∙∙∙∙∙∙∙∙∙∙∙∙∙∙∙∙∙∙∙∙∙∙∙∙∙∙∙∙∙∙∙∙∙∙∙∙∙∙∙∙∙∙∙∙∙∙∙∙∙∙∙∙∙∙∙∙∙∙∙∙∙∙∙∙ 목사님    

(※ 앉으십시오) 

 

찬 송 ∙∙∙∙∙∙∙∙∙∙∙∙∙∙∙∙∙∙∙∙∙∙∙∙∙∙∙∙∙∙∙∙∙∙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 다 함 께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iyMmFgczQAhUM2oMKHd68Bq8QjRwIBw&url=http%3A%2F%2F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hwjilee%26logNo%3D120171973988&bvm=bv.139782543,d.amc&psig=AFQjCNGgU-XR1W_8XOjoDvy5VBn3dtzUjg&ust=148044163847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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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도일예배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 기도국인 필리핀 교회 여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세계기도일예배문 작성국은 수리남 (Suriname/남아메리카 북부)입니다. 

3. 2017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제9차 공동회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공지는 추후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 – 9월 16일 (토)   

 장소 :  워싱턴 DC   

 

4. 2016년  세계기도일 헌금 사용 내역                                  (단위:$) 

내                역 수    입 지   출 

2016 년 세계기도일 헌금 (**) 19,793.25  

세계기도일예배본부-뉴욕 (**의 50%)  9,900.00 

한국 KCWU             (**의 약 10%)  1,910.00 

지역신청지원금 : 총 $4,500 

쿠바 - 전재덕선교사 

②인도네시아 – 이필환선교사 

③아테네 난민 구제 – 성루디아선교사 

미국 - JAMA/GLDI 

아이티-김월림선교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인쇄비  (기도문, Poster)  2,295.00 

우편료  (기도문, Poster, 공문 발송)  717.26 

CPA비용, 은행이체비  165.00 

합            계 19,793.25 19,487.26 

잔            액 305.99 

 

5. 각 지역의 예배 사진과 보고서를 아래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KCWU USA, 3318 21st Ave South, Saint Cloud, MN 56301  

■ E-mail : sungsook.park@gmail.com 

 

   광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