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10월 10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공동의회 : 10월 24일에는 안수집사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

니다.  

        

  2. 감기예방주사접종: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 감기 예방주사를 맞습

니다. 비용: 25불, 보험카드를 제출하시면 무료입니다. 문의: 의료사역

팀 (이영지 집사, jasonpak05@gmail.com, 240-505-5336) 

 

  3. 건물관리사역: 이번 수요일에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합니다. 

문의: 김순호 집사 (301-509-3924) 

 

  4.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승우 장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703-909-6346) 

 

  5. Fall Festival 을 엽니다. 가족 별로 안전하게 거리를 두며 진행합니

다.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이 있으니 미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등록: 구글 링크  (24일까지) 

  -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폼이 있으니 신청해주

세요.  문의: jojjang24@gmail.com    

   

  6. 시니어 피크닉:  24일 주일 2부 예배 후 목장사역부 주관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피크닉을 갖습니다.   

 

 

** 다음주 기도 1부는 이양호 장로, 2부는  남익수 장로 입니다.   

 

● 이달의 후원선교사  
    
   10월 기도 후원선교사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종혁 선교
사님 입니다. 

  *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  언어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준비된 동역자들과 현지인 교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  부인 선교사의 면역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1부 9시, 2부 11시                                          

● 미국장로교회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부: 빛나고 높은 보좌와(찬송가 27장)  

2부: 찬양팀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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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민수기 14장 19절  

 19.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 윤희문목사의 디딤돌 화: 고후 9장  수: 고후 10장 목: 고후 11장  

금:  고후 12장  토: 고후 13장   

    미국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우리 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는 

한국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훌룡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세브란스병원

과 같은 수많은 병원들과 학교들을 세워서, 오늘날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

습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우리 교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

니다. 우리는 회의하다가 서로 생각이 잘 맞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은데, 미국장로교회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

호 존중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이, “We agree to disagree.”라는 말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는 것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태

도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헌법이 중요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 부분에는 신앙고백, 뒷 부분은 그 신앙고백을 실행하기 위한 세

부사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둘로 이루어진 <헌법>이 우리 교단의 

등뼈입니다. 헌법이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 온 신앙고백들 중에서 12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매 주 암송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네델란다 개혁교회가 했던 <벨하 신앙고백>이 담겨있습니다. 2000년 동

안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미국장로교회의 헌법에 담

겨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구

체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상세한 

규정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헌법의 두번째 부분인 규례서(Book of Or-

der)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면서, 신앙고백은 잊어버리고 세부적인 일들에 몰

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교단의 헌법을 공부하면서 깨닫

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세부사항들이 어떤 정신과 고백에서 나온 것

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단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시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위에 세워져야함을 잊지 않

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5:20)                 김해길 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1부 이준성 집사 
2부 이덕곤 장로   

묵도 
Silence 

                             

● 금주의 아침 묵상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김해길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말씀                                      모세의 기도                                김해길 목사  
Message                           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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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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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명  십일조 (Tithe) $4,663.00 

주일 2부 예배 60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170.00 

 Youth / E M 6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1,147.00 

아동부 9명  선교헌금 $400.00 

유치부 1명  건축헌금 $490.00 

영유아부 5명  구제헌금 $50.00 

     

    
 

 

    
 
 

 

 
 

총  출석 인원 109명  합계 (TOTAL)                       $6,920.00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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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노트 : 모세의 기도 [민수기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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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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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기도할 때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합니까?  

 2. 모세처럼 우리가 중간에 서 있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제 21-41호  

 2021년 10월 10일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