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1월 24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2020 년 재정보고 및 감사 보고 

 2020년의 재정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시

작할 수 있을 때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상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1월부터 시작되는 EM 성경공부 Tyrannus hall 룻기, 부활절 baptism/ con-

firmation 에 관심 있으신 분은 김영광 전도사님에게 문의바랍니다.  

 

3 . 찬양팀 모집  

 보컬과 악기 (드럼, 베이스, 기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성찬양 집사님에

게 문의바랍니다. (ysgym13@gmail.com) 

 

 

 

 

 

 

 

 

 

 

 ** 다음주 대표 기도는 남혜숙 장로님 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1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입니다. 
 
 

   * 선교지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
나가고 훈련되어 질 수 있도록   
   * 미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 아직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꿋꿋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오전 10시 30분                                             사회  김해길 목사  

●  Column 컬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주님 말씀 하시면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편안히 예배에 참여하세요. 

 금주의 말씀: 에베소서 6: 11-12 

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 금주의 아침 묵상 

월: 시편98편  화: 시 99편  수: 시100편  목: 시101편  금 : 시102편 

   2017년 1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주 주일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졌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 그가 지금부터 미국을 이끌어갈 미

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

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3억 3천만명의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

서 기도할 때, 사실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시고, 느브갓네살, 고레스, 바로, 그리고 세

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한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자비가 흘러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와 세상권력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아울러야한다는 포부가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버렸고, 나중에는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안믿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의 시녀노릇을 하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세상 권세가 있고 세상의 정치가 있는 것인

데, 요즘은 세상 정치나, 혹은 어떤 특정 정파 아래로 교회가 들어가버렸습니

다. 교회는 그런 작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함입니다”(엡1:23)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나 

다양한 형상들로 축소시켰지만, 요즘은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 정치 아래로 축

소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어

떠한 정파나 정치에도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

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신앙의 색깔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

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

람도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적 색깔

과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세상이 한

가지 색깔만 있으면 참 재미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세상이 아

름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

을 축소시키는 우상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김해길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승금성 장로  

묵도 
Silence 

                             

● 토요 새벽 기도회: 시편  103편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                                                                                                인도자 
Offering                                 
                                              
말씀                       진리로 허리를 졸라 매야 할 때                    김해길 목사  
Message           (하나님의 전신갑주 #1)  (에베소서 6: 11-18)  



                             
     

 
 
 
   
 
 
 
 
 
 
 
 
 
 
 
 
 
 
 
 
 
 
 
 
 
 
 
 
 
 
 
 
 
 
 
 
 
  
 
 
 
 
 
 
 
 
 
 
      

     
   
 

   

● 예배 및 모임 안내 

● 목장 후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후원 목장  목자  후원 선교사 후원목장   목자 
 

김강석 (N국) 주바라기 류두현 정요셉 (캐나다) 빛과 소금 승금성 

김철기 (아마존) 아마존 조의준 조미선 (자메이카)  자메이카 이양호 

이무익 (캄보디아) 캄보디아 김종성 박상규 (한국) 청주 이도원 

이상근 (니카라구아) 청년 조정은 박정일 (인도) 인도 김백만 

정시나 (미얀마) 새로이 정대영 이다윗 (C국) 하이 송영준 

이종관 (미국) 베데스다 김기영 조규철 (인도) 노이다 성영광 

임종혁 (니카라과) 애종 김순호 김용군 (네팔) 올리브 노진완  

장순희 (북인도) 샘솟는 배재홍 나운주 (D.C.) 교회 선교부 
  

      
 

● 지난 주 출석 통계 
 

● 지난 주 헌금 통계 

주일 1부 예배 명  십일조 (Tithe) $3,120.00 

주일 2부 예배 명  일반 감사헌금 (Thanksgiving) $90.00 

 Youth / E M 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672.00 

아동부 명  선교헌금 $20.00 

유치부 명  건축헌금 $480.00 

유아부 명  구제헌금 $20.00 

영아부 명  지정헌금  $35.00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헌금합계 
 
 

$4,437.00 
 

 
 

총  출석 인원 명  합계 (TOTAL)                       $4,437.00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과 건강: 장근식, 성예솜(알러지),  신윤경, 정하경 

주일 설교노트 : 진리로 허리를 졸라 매야 할 때  (엡  6:: 11-18) 

                           
새벽 기도회 

 
화 ~ 금 
 
토 

 
오전 5:30 

 
오전 6:00 

 

Youth 모임 
 

매주 금 
 

오후 7:30 

목장 모임  각 목장별로 

 
중보 기도  

주일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9:00 

화요일 오전 11: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E M / 중고등부  정오 10:30 

주일 아동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유치 / 유아부 예배 오전 10:30 

                                    

● 말씀 적용  질문 
 

 1. 나는 항상 진리로 결론 짓는 사람인가?  

 2. 요즘 나를 가장 기쁘게 (혹은 가장 기운 빠지게) 하고 있는가?  

  

     

     

제 21-4호  

 2021년 1월 24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편 119: 37)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