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7월 4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박재성 집사님의 부친 (고 박복근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6월 28

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박집사님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

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매주 월요일 윤희문 목사님의 <디딤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목사님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 성도

님들이 큰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총 목자 목녀 모임이 이번 수요일 (7월 7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Zoom)  

 

  4. 2021 VBS “Wilderness Escape” 

   일시: 8월 19일 (목)- 8월 21일 (토) 10:00 am—3:00 pm 

   대상:  4살—가을에 6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동부 

   등록기간:  7월 25일 마지막 주일까지 

   등록비: $50 (첫째), $40 (둘째), $30 (셋째) 

   등록방법: jojjang24@gmail.com로 이메일 주시면 등록 링크 보내드

릴께요.  

   Volunteer: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섬기실 마음이 있으

시면  email 주세요.  

 

** 다음주 기도 1부는 송순임 권사, 2부는 김승우 장로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7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군 선교사님 
입니다. 

   * 순조롭게 체류비자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네팔에 락다운이 조금씩 풀려 감사드립니다.  

   *  연구비자 준비와 대학교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 7월에 있을 국제사역자를 위한 피플케어 세미나와 8월에 있을 네팔 사역자를 위한 

피플케어 교육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전 10시 30분                                             사회  김해길 목사  

●  목회자 칼럼 보다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부: 찬송하는 소리 있어 

2부: 찬양팀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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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19.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 

     는 일에 힘을 씁시다.   

 

월 : 윤희문목사의 디딤돌 화: 민수기 5장  수: 민수기 6장 목: 민수기

7장 금:  민수기 8장  토: 민수기 9장   

    

   얼마 전에 저희 집의 차고 문이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

즘 들어서 큰 아이가 운전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날도 한참 운

전 연습을 다 하고 돌아와서 파킹을 하다가, 그만 착각을 하고서, 

후진 기어를 넣는다는 것이 그만 전진 기어를 놓고 차를 움직인 것

입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차고 문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해

서 저에게 부서진 차고 사진을 보내고는 울먹울먹 하는데, 저도 모

르는 사이에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서 다행이구나…. 또, 이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하다가 주눅이 

들거나 더 긴장하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며 

잘 다독여주였습니다. (물론,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것을 꾸

욱 참고서 말이죠.) 긴장이 풀어져서 생긴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바짝 신경써서 운전 연습을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파킹을 하면서 

그런 사고를 냈으니, 자기 딴에도 몹시 속이 상했던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하는 태도

나 대화하는 자세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는데, 종종 긴장을 늦추

고 정신이 산만해지면,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를 못참고 실수 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딴에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에서는 

다르게 느끼고 섭섭하거나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면 죄를 짓

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엉뚱한 행동이나 말실수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조금 넉넉하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서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저

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깨어

있으시고,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려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길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1부 정민주 집사 
2부 장대해 장로   

묵도 
Silence 

                             

● 금주의 아침 묵상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말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김해길 목사  
Message                                 로마서 14: 13-23 



                             
     

 
 
 
   
 
 
 
 
 
 
 
 
 
 
 
 
 
 
 
 
 
 
 
 
 
 
 
 
 
 
 
 
 
 
 
 
 
  
 
 
 
 
 
 
 
 
 
 
      

     
   
 

   

● 예배 및 모임 안내 

● 목장 후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후원 목장  목자  후원 선교사 후원목장   목자 
 

김강석 (N국) 주바라기 류두현 박정일 (인도) 빛과 소금 승금성 

김철기 (아마존) 아마존 김창수 조미선 (자메이카)  자메이카 이양호 

이무익 (캄보디아) 캄보디아 김종성 박상규 (한국) 청주 이도원 

이상근 (니카라구아) 청년 조정은 이다윗 (C국) 하이 송영준 

정시나 (미얀마) 새로이 정대영 조규철 (인도) 노이다 성영광 

이종관 (미국) 베데스다 김기영 김용군 (네팔) 올리브 노진완  

임종혁 (니카라과) 애종 김순호 나운주 (D.C.) 교회 선교부 
  

장순희 (북인도) 샘솟는 배재홍    

      
 

● 지난 주 출석 통계 
 

● 지난 주 헌금 통계 

주일 1부 예배 18명  십일조 (Tithe) $3,939.00 

주일 2부 예배 66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310.00 

 Youth / E M 4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667.00 

아동부 6명  구제 헌금 $.00 

유치부 0명  선교헌금 $600.00 

유아부 1명  건축헌금 $180.00 

영아부 2명  지정헌금 $.00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임대수입 
 

00 

   헌금합계 
 
 

$5,696.00 
 

 
 

총  출석 인원 97명  합계 (TOTAL)                       $5,696.00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과 건강: 장근식, 성예솜(알러지),  신윤경, 정하경 

주일 설교노트 :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로마서  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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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많은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가?   

 2.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3. 이번 주에 내가 세워주어야 할 사람? 그 방법은?  

  

  

     

     

제 21-27호  

 2021년 7월 4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시편 119: 37)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