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3월 28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안건: 교회 재 융자에 관하여  

 

   2.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 자녀들과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자료집을 번역 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고, 묵상 

질문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금요일에 드리는 성금요예배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날은 

종일 금식, 혹은 부분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시

기 바랍니다.  

 

  3. 다음주 부활주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입교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니, 이번에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Daniel Misung Kim, Yuna Sophie Cho) 

 

  4. EM worship에서 음악(praise)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4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7:30pm EM Tyrannus hall에서 12주간  

요한복음 bible study Pt1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김영광  

전도사님께 연락 부탁 드립니다.  

 * 부활절 합동예배를 시작으로 In-person 예배를 시작합니다.   

4월 2주부터 10:30am에 streaming과 in-person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5.  고 최대성장로님의 장례식이 어제 (27일) 메시야장로교회에서 있

었습니다. 김수형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다음주 기도는 배재홍장로 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3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군 선교사님 
입니다. 

   * 지난 8개월 의도치 않았던 안식월을 통해 많은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네팔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나오게 하시고 3월 4일 호주에서 떠나는데 모든 것

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전심으로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네팔인들에게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 30분                                             사회  김해길 목사  

●  컬럼 이번 고난 주간은 가볍고 묵직하게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여호와께 돌아가자 

갈보리산 위에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이름 찬양, 만왕의 왕 내주께서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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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 금주의 아침 묵상 

    사순절 묵상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때입니다. 이 뜻깊은 한 주간을 이렇게 보

내십시다. 

   첫째, 발걸음은 가볍게 

   내려놓음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기간동안에 우리의 어깨를 무

겁게 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할 것들, 

우리가 흘려보내야할 것. 우리의 어깨에서 풀어놓아야할 것들을 정리하는 때

가 되어야합니다. 저는 교회 때문에 메릴랜드로 이사를 오면서 지난 8년동안 

5번을 이사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가족 모두가 참 힘들었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이, 살림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불필요한게 

정말 많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고 나니 한결 가벼워지고, 공간도 더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들 너무 오

래 동안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동안에 그런 것들을 몇개라도 

떨구어내십시오. 한결 가벼워지고 산뜻해지는 영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금식 어떠세요? 코로나 기간동안 TV나 인터넷, 스

마트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 이번 고

난주간동안에 한 번 미디어금식 해보십시다. 또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

난주간에는 너무 음식에 탐닉하지 않고, 식생활습관도 바로잡아보려고 합니

다. 

   두번째, 생각은 묵직하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있으면서 생겨나는 현상은, 생각과 

마음가짐, 감정등이 천박하고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쉴새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

리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한 없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갈보리언덕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질문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지

체없이 에베소서를 추천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묵직

하고 웅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감격과 흥분이 그득하게 배어있는 말씀

이니, 요즘과같은 때에, 그것도 고난주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큰 울림이 있

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 새벽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를, 

에베소서를 추가해서, 이번 한 주는 말씀의 깊이와 기쁨에 빠져보세요. 

김해길 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노진완 집사  

묵도 
Silence 

                             

● 토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묵상집 참조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                                                                                               인도자 
Offering                                 
                                              
말씀                       수님이 성전에서 흥분하셨던 이유              김해길 목사  
Message                           마태복음 21: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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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1.00 

주일 2부 예배 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100.00 

 Youth / E M 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415.00 

아동부 명  선교헌금 $900.00 

유치부 명  건축헌금 $360.00 

유아부 명  지정헌금 $500.00 

영아부 명  기타수입 $796.49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헌금합계 
 
 

$5,362.49 
 

 
 

총  출석 인원 명  합계 (TOTAL)                       $5,362.49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과 건강: 장근식, 성예솜(알러지),  신윤경, 정하경 

주일 설교노트 : 예수님이 성전에서 흥분하셨던 이유 
 [마  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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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난 주간에 실행해야 할 나의 금식은?  

 2.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 중에서, 내가 이제부터 실천 하기를 바라는 한가지는?  

  

  

     

     

제 21-13호  

 2021년 3월 28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편 119: 37)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