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9월 12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성찬식 : 다음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

로 성찬 예식을 준비해주세요.   

        

  2. 삶 공부 안내 : 모든 삶공부는 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정민주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 생명의 삶 (김해길 목사, 9/ 15-11/24, 매주 수요일 7:30pm)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윤희문 목사, 9/16-12/16, 매주 목요일 

7:30pm)  

- 선교의 삶 (이다윗 선교사, 10/4-10/25, 매주 월요일 7:30pm)  

 

  3. 전교인 대청소: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각 사역부서

에서는 담당 사역장소의 청소를 맡아주세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

여 바랍니다.  

 

   4.  교사기도회: 오늘 저녁 7시에 zoom으로 교사 기도회 및 회의가 있

습니다. 특별히 fall festival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니 모든 교사분

들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부터 한글학교 (정식명칭: 베데스다 연합한국학교) 가 시작됩

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다음주 기도 1부는 송순임 권사, 2부는  김승우 장로 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9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N국 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K선교사님 입니
다. 

   * 베이직데이케어 세미나가 잘 마쳐져 현인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  단기 선교사들이 입국하는데 입국절차와 자가격리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

고 그들이 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1부 9시, 2부 11시                                          사회  김해길 목사  

● 목회자 칼럼 <대청소와 삶공부>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 79장) 

2부: 찬양팀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왜 슬퍼하느냐 
마음이 상한자를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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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요엘서 3장 18절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 

      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나와, 싯딤 골 

      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월 : 윤희문목사의 디딤돌 화: 고전 5장  수: 고전 6장 목: 고전 7장  

금:  고전 8장  토: 고전 9장   

    지난 금요일, 일찌감치 집을 나서 교회로 가는데, 아침 바람이 어찌

나 쌀쌀하던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재킷을 걸쳐 입고 나와야 했습니

다. 9월에 들어서면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면서, 

벌써 2021년이 깊숙히 무르익어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대청소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공부입니다. 

   그동안 교회 청소를 맡아서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 오래되면서 올 해부터는 따로 청소하는 분이 계시지 않

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 사용이 조금씩 늘어가다보니 지저분

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말끔하게 다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영아부실은 말끔하게 새로이 단장을 했고, 한글학교

에서 사용하는 공간도 정리를 잘 하셔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

셨습니다. 중고등부실, 아동부실도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교회 구석구석을 뒤집어 놓으면, 

교회 전체가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

다. 

   교회를 청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묵은 찌끄러

기들도 이참에 말끔히 청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계기

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청소를 하게 되면, 서

로에게도 격려가 되고, 새로운 각오도 다짐하게 되고, 여러 모로 도움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삶공부가 다음 주 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삶공

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의 삶과, 삶공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의 불을 다시 지펴야겠

다는 생각에, 선교의 삶을 새로이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지 않

은 분들은 이번에 시작하시고, 경건의 삶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경삶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미 생명의 삶이나 하경삶을 들으

신 분들도 다시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의 삶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다윗선교사님의 

경험과 이론적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잠들어있는 선교의 열정에 다시

금 불을 지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찌끄러기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

러분을 채우세요. 올 해를 잘 마무리해야, 내년 가서 헤매지 않을 것입

니다.  2021년을 이보다 더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김해길 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1부 이준성 집사 
2부 장대해 장로   

묵도 
Silence 

                             

● 금주의 아침 묵상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말씀                                        그 날이 오면                             김해길 목사  
Message                               요엘 3: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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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니카라구아) 청년 조정은 박상규 (한국) 청주 이도원 

이종관 (미국) 베데스다 김기영 이다윗 (C국) 하이 송영준 

임종혁 (니카라과) 애종 김순호 조규철 (인도) 노이다 성영광 

장순희 (인도) 샘솟는 배재홍 김용군 (네팔) 올리브 노진완  

   나운주 (D.C.) 교회 선교부 
  

      

      
 

● 지난 주 출석 통계 
 

● 지난 주 헌금 통계 

주일 1부 예배 20명  십일조 (Tithe) $00 

주일 2부 예배 67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00 

 Youth / E M 7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00 

아동부 11명  유초등부 헌금 $00 

유치부 2명  선교헌금 $00 

영유아부 3명  건축헌금 $00 

   기타수입 $00 

    

  

   헌금합계 
 
 

$ 

 
 

총  출석 인원 110명  합계 (TOTAL)                       $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회복과 건강: 장근식, 성예솜(알러지),  신윤경, 정하경, 김형선 

주일 설교노트 : 그 날이 오면  [요엘 3장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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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오후 12: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E M / 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 아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유치 / 유아부 예배 오전 11:00 

                                    

● 말씀 적용  질문 
 

 1.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그리스도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2.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결국 거룩에서 나온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능력
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바꿔야 할 것은?  

  

  

  

     

     

제 21-37호  

 2021년 9월 12일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