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2021년 10월 3일 
 

● 교회 소식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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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안수집사 후보:  김용철B, 노진완 , 박은정A, 성영광, 성찬양, 이영

지, 이준성 

 권사 취임: 김명숙, 김은영, 정민주, 정인숙, 최은애  

        

  2. 선교의 삶이 내일 (10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

작됩니다. 문의: 정민주 집사 

 

  3. Fall Festival  

  - 주제: “Deep Roots, Much Fruit”  

  - 일시:  10월 31일 주일  1:30– 3:30pm  (점심 제공) (한글학교 휴강) 

  - 등록: 구글 링크   

  -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폼이 있으니 신청해주

세요.  문의: jojjang24@gmail.com    

   

 4. 시니어 피크닉: 목장사역부 주관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

고 피크닉을 갖습니다. 

장소: 캐더락파크 

일시:  10월 24일 1시 (2부 예배 후)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장사역부 (송영준 장로)에 문의해주세

요. 

 

** 다음주 기도 1부는 이준성 집사, 2부는  이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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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 칼럼: 불과 10시간 만에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부: 천부여 의지 없어서  

2부: 찬양팀 

  다같이 

 

 
* 결단의 시간 
Dedication                 

시선 
 

                   
            

             다같이 
  

* 표는 일어서서 (Congregation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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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32.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 

      다.” 

월 : 윤희문목사의 디딤돌 화: 고후 4장  수: 고후 5장 목: 고후 6장  

금:  고후 7장  토: 고후 8장   

   이틀 전, 금요일 밤 늦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제자들의 교회에서도 잠시 함께 계셨었고, 저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

울장로교회에서도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김치두집사님께서 임

종을 앞두고 계신다는 연락을 아내 되시는 최승희집사님에게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그 길로 버지니아로 달려갔습니다. 차안에서 만감이 교차했습

니다. 이제 겨우 50대 초반이신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니…. 늘 

긍정적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말없이 보이

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수고를,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이 드리

며 섬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충성스러운 분이 이렇게 급

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다니….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 계셨던 김치두집사님과는 대화도 나눌 수 없었

고, 두어 시간 집사님의 차가와진 손을 잡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

께 기도한 후에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했습니다. 김집사님과 함

께 우즈벡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 옛날, 제가 전

도사로 있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함께 했던 신앙생활들을 나누면서 

김집사님이 걸어온 신앙의 길들을 되짚어보며 집사님의 삶을 함께 돌아보

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

다. 집사님이 방금 소천하셨다는 비보와 함께, 오늘 오후 4시에 천국환송예

배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10시간 전에 뵈었던 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에게 미

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도 주님은 미

리 알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때와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

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을 영원히 살 것 

처럼, 그런 무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낭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정한 시간, 무한정한 자원을 가지고 사는 존재

들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원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하며, 그 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 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자원이 결코 작지 않다

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시간동안,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욱 

열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 더 뜨겁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길 목사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The Apostles’ Creed 

대표기도 
Pray 

                        1부 최순환 권사 
2부 배재홍 장로   

묵도 
Silence 

                             

● 금주의 아침 묵상                                           김해길 목사 

  

* 축도 
 Benediction                                                   

 

윤희문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말씀                                아브라함의 기도                               김해길 목사  
Message                           창세기 18: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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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명  십일조 (Tithe) $6,370.00 

주일 2부 예배 67명  감사헌금 (Thanksgiving) $40.00 

 Youth / E M 11명  주일 헌금 (Weekly Offering) $686.00 

아동부 9명  유초등부 헌금 $16.00 

유치부 0명  지정헌금 $510.00 

영유아부 3명  건축헌금 $280.00 

   선교헌금 $610.00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로 온라인 예배 
   

 
.00 

   헌금합계 
 
 

$8,512.00 
 

 
 

총  출석 인원 116명  합계 (TOTAL)                       $14,397.39 
 

● 기도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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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노트 :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8장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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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기도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 21-40호  

 2021년 10월 3일 

 
2021 표어 

                              담임목사:김해길 

           아동부 전도사: Esther Cho  중고등부/영어권: 김영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