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2월 7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교회 건물 내의 파이프 공사에 수고해주신 관리부에 감사 드립니다. 

  2. 교우 동정 

  - 조의준/지연 (수아, 세희) 목자님 가정이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안전하게 귀국하시고 아이들도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재정부 알림 

  - 세금 관계 서류를 필요로 하신 분은 정확한 영문 이름을 장대해 장로님께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dhaechang@gmail.com; 240-204-1667)  

 

 4. 코비드 백신 예약하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해길 목사님께 문

의해주세요. 

       버지니아: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

id=y1Zhom9dckGdfZNOsKeydXobHT3387xCtZkf0wMsXo1UM1lFUzZGWUl

SOEtRMUxYSllGTzlNUk9QVS4u 

     매릴랜드:  https://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  

   

 

 

 

 ** 다음주 기도는 김승우 장로님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2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시나 선교사님 입니
다. 
 
 

   * 10명의 목회자들이 매일 구약 본문해석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10명의 목회자들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기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말씀영상이 미얀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전 10시 30분                                             사회  김해길 목사  

●  컬럼 코로나, 두려워하지도, 방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지난 이레 동안에 (찬 44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복음 들고 산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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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이사야 40: 31 

31.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 금주의 아침 묵상 

월: 시편110편  화: 시 111편  수: 시112편  목: 시113편  금: 시114편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있

고, 갑작스럽게 몸이 안좋아지거나, 혹은 오래된 지병과 싸우는 분들이 계

십니다. 평소에도 아프게 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아지는데, 요즘

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프게 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

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흐믓합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라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 못해낼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아프거나 힘들다면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십니

다.  요리나 밑반찬, 과일이나 영향제까지 넉넉하게 베풀어주시는 우리 성

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이번 주에 저는, 그러지 않아도 나오고 

있는 배가, 감동을 먹어서 더 불러진 것 같습니다.^^ 작년 표어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자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보여주기 시작하신 사랑이 올 

해 들어서 아주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코로나 대체도 아주 훌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쓰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역시 어

르신들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출입을 자제하는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사

람이 붐비는 장소나 시간대를 피해서 조심하고 계십니다. 건강관리도 잘

들 하셔서, 걷기와 같은 안전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영도 상당히 안전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하는 분도 계십

니다. 아마도 다시 만날 때에는 몸짱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이미 걸리신 분들도 대처를 상당히 능숙하게 해내는 것 같습니

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차분하면서

도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부모들은 좀 고

생을 한 분도 있는데, 아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확실히 효험을 발

휘했다는 확신이 들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방심해서도 안된다는 지난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

납니다. 더이상은 두려움에 떨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방심하게 되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 지금부터 더 

잘 하셔야합니다. 느슨한 마음, 둔감해지는 자세가 뜻하지 않은 위험을 불

러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고, 만일 무슨 일

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서

로 공급해주고, 지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코로

나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큰 깨우침을 

얻는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길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조의준 목자  

묵도 
Silence 

                             

● 토요 새벽 기도회: 시편  115편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                                                                                                인도자 
Offering                                 
                                              
말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김해길 목사  
Message           하나님의 전신갑주 #3  (에베소서 6: 10-15)  

https://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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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주일 2부 예배 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00 

 Youth / E M 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00 

아동부 명  선교헌금 $.00 

유치부 명  건축헌금 $.00 

유아부 명  구제헌금 $.00 

영아부 명  지정헌금  $.00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헌금합계 
 
 

$00 
 

 
 

총  출석 인원 명  합계 (TOTAL)                       $00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과 건강: 장근식, 성예솜(알러지),  신윤경, 정하경 

주일 설교노트 :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엡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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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2. 복음이 들어갈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21-6호  

 2021년 2월 7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편 119: 37)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