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9월 5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이윤희 사모님 (윤희문 목사님)의 부친 (고 이위영 목사님)의 장례

식이 9월 7일, 프레드릭스 한인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2. 삶 공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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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을 얻고 성경을 스스로 읽는 능력을 배양하며, 신앙생활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질문들 함께 풀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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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pm) :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

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위하여. 교재: 하나님을 경

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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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역사적, 성경적 관점을 살펴봄으로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선교의 

동기를 점검한다.   

 

  3. 전교인 대청소: 다음 주일 (9월 12일)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

다. 각 사역부서에서는 담당 사역장소의 청소를 맡아주세요. 모든 분들

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정영애 집사  

 

   4.  교사기도회: 다음 주일 (9월 12일) 저녁 7시에 zoom으로 교사 기

도회 및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fall festival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

이니 모든 교사분들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기도 1부는 이준성 집사, 2부는  장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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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의 손길>   

찬양과 경배   

Praise & Wor-

ship     

1부: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 279장) 

2부: 찬양팀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주는 완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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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요엘서 3장 12절  

 12.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월 : 윤희문목사의 디딤돌 화: 갈 6장  수: 고전 1장 목: 고전 2장  

금:  고전 3장  토: 고전 4장   

    코로나 기간동안에도 목회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는 

여전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어권 목회를 저 혼자 해야하는 상황에서, 

매일 준비하는 새벽말씀과 영상촬영, 매 주 준비하는 주일 설교와 심방과 성경

공부, 각종 회의와 미팅등이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번 학기는 

마지막 과목 수업과 함께 논문준비까지 병행되어야 하는지라, 심각하게, 박사

학위 과정을 잠시 쉬면서 숨고르기를 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한참 동안 했습니

다. 그래서 논문 지도 교수와 장시간 상담하고 토론을 하는 중에, 교수의 격려

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학위를 마무리해야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담당교수와 학교의 여러 스태프들의 도움이 컸습니

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마

치면 좋겠다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에

서 모든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조금

만 더 하면 되니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는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

다.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모두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장을 넘어가려고 끙끙 대는 사람에게, 살짝 손

가락 힘 하나를 보태주면 그 사람이 너끈히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되듯이, 잠

깐 헤메고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격려와 도움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주

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준 것 같

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생각해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일은 줄어든듯하지만, 여전

히 해야하는 일들이 있고, 반면에, 그 일을 거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이전 상

황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

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한결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 일을 처리해나가고 있고, 찬양팀, 미디어팀, 주일학교, 한글학교, 재

정부, 관리부등등, 모두가 변함없이 매 주 진행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이 기존의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이제는 교회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다양한 모임을 하고 싶다고 먼저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모로, 함

께 하면 힘들지 않구나… 더 즐겁고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한 주

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에는 도움

의 손길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손을 내밀어서 그 사

람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 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겠

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요즘에는 더욱 더 절실하

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해길 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1부 류두현 집사 
2부 남익수 장로   

묵도 
Silence 

                             

● 금주의 아침 묵상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말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김해길 목사  
Message                               요엘 3: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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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십일조 (Tithe) $4,060.00 

주일 2부 예배 71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175.71 

 Youth / E M 12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430.00 

아동부 12명  유초등부 헌금 $7.00 

유치부 0명  선교헌금 $.00 

영유아부 4명  건축헌금 $280.00 

   기타수입 $.00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헌금합계 
 
 

$4,952.71 
 

 
 

총  출석 인원 122명  합계 (TOTAL)                       $4,952.71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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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노트 :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엘 3장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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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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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왜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야 한
다고 생각하나요?  

 2. 보습으로 칼을, 낫으로 창을 만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생활
에 적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제 21-36호  

 2021년 9월 5일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