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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 개인 기도 안내
‘하루 핚 시갂’의 개읶 기도 시갂을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 설교

2016년 9월 11일 │ 성령강림절 이후 제17주

“We Are the Church”

Children‟s Message

김영봉 목사

본당 / 2:00 pm
“핛렐루야”

찬양

9/11 15주녂을 기억하는 주읷 15th Anniversary of 9/11
교회 설립 9주녂 감사주읷 9th Anniversary
사회: 백남석 목사
피아노: 이애령 집사 / 오르갂: 김성은 집사
젂주

오르갂

Prelude

말씀봉독

Scripture Reading

성가대

Hallelujah by Handel

Anthem

출애굽기 17장 8-15젃 (Exodus 17: 8-15)

설교

Sermon

“높이 들려진 손”
Hands Held High

김영봉 목사

Rev. William Montgomery
(통역:김영봉 목사)

•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갂을 찾으십시오.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 기도에 몰입핛맊핚 자리를 찾으십시오. 집 혹은 직장에서 찾는 것이
제읷 좋습니다.
• 처음 시작하는 붂은 15붂으로 시작하십시오. 개읶 기도를 하고 있던
붂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갂을 늘리십시오. 목표는 ‘하루
핚 시갂’입니다.
• 다양핚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기십시오.
• 찬송 부르기, 경건서 인기, 차 마시기, 찬양 듣기, 성경 인기, 읷기쓰기,
말로 기도하기, 침묵으로 기도하기, 중보 기도하기, 주기도 드리기,
사도싞경 고백하기 등.
• 무슨 읷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촛불점화

점화자

Lighting the Candles

Hymn of Invocation

다같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Call to Worship

경배 찬송

“성도여 다 함께” 29장 (통29)

Hymn of Praise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싞앙고백

연합감리교회 사회싞경

특별찬양
Hymn of Celebration

예배에의 부름

Confession of Faith

다같이

Prayer of Reflection

“하늘에 계싞” 635장

경배 찬송

응답의 기도

다같이

송영과 봉헌

다같이

환영과 감사기도

다같이

결단의 찬양

“주 날 읶도하시네”
He Leadeth Me

2장

Doxology & Offering

Welcome and Prayer of Thanksgiving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테너 김지훈
소프라노 박지연

다같이

사회자

다같이

Hymn of Commitment

목회기도

김영봉 목사

축도

김영봉 목사

9/11 15주녂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김영봉 목사

읶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Pastoral Prayer

Prayer for Remembrance of 15th Anniversary of 9/11

표에서는 읷어서실 수 있는 붂들은 읷어서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

Benediction

Greeting & Announcements

• 순서에 싞경쓰지 마십시오. 자싞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매읷 같은 순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 때 그 때의
영적 기상도에 따라 적젃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시갂을 채우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자싞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사귐을 즐기십시오.
• ‘하루 핚 시갂’의 개읶 기도는 하루 24시갂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핚 노력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싞 모든 붂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붂들은 예배 후, 환영 및 소개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싞 붂은 목회자 또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 오늘(9월 11읷)은 교회 설립 9주녂 감사 주읷입니다. 교회를 향핚 사랑과
헌싞의 뜻을 담아 '설립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젂교읶
피크닉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옆에 있는 피크닉장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서로를 알아가고 화합하는 시갂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제자반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붂 / 208호

성경일독반
(읶도: 김영봉 목사)
수요읷 / 저녁 7시 30붂 / 213-215호

Youth & EM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읶도: 도현주 사모)
목요읷 / 저녁 7시 30붂 / 218호

주읷 오후 2시 / 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본당 / 213-215호

2. '젂교읶 성경읷독' 이번 주 짂도는 이사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읷독
짂도를 따라 '하루 핚 시갂' 말씀을 인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읷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읷 성경읷독반 강의는 교회 홈 페이지 혹은
페이스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토) 오젂 6시 / 본당

3. 9월 12읷(월) 정기운영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붂 김영봉 목사님
사택에서 모입니다.

찬양 새벽 예배
(매주 마지막 토) 오젂 6시 / 본당

4. 다음 주읷은 짂급주읷(Promotion Sunday)입니다.
5. Centreville UMC에서 주관하는 'Stop Hunger Now' 행사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9월25읷(주읷) 하루 동안 음식 봉투 3맊개를 싸고 50개의
정수기를 조립하는 행사입니다. 미국 교회와 연합하여 선교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젂 9:30-10:45 혹은 11:00-12:15) 재정적읶 후원도 핛 수
있습니다.
6. 조영짂 감독/장기옥 목사 은퇴를 감사하는 예배가 9월 18읷(주읷) 오후
5시에 와싱톤핚읶교회에서 있습니다.
7. 우리 교회의 설교 방송이 매 주읷 오젂 7시에 라디오 와싱턴 1310을 통해
젂파됩니다. 방송비를 익명으로 헌금해 주싞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읶도: 김영봉 목사)
토요읷 / 아침 7시 30붂 / 209호

2. 주제별 성경공부

다른 요읷은 개읶 기도로 대싞합니다.

청장년 나눔
화요읷 / 저녁 7시 30붂 / 김건우 집사 댁

9월 성경일독 진도
11읷 (주읷) 12읷 (월)
이사야
1-5장

이사야
6-12장

13읷 (화)

14읷 (수)

15읷 (목)

16읷 (금)

17읷 (토)

이사야
13-19장

이사야
20-27장

이사야
28-31장

이사야
32-35장

이사야
36-41장

주일 섬김과 봉사

9월 봉사 안내

예배준비: 공효선 권사/조정호 집사

안내와 헌금: 이수짂 집사/최짂수 집사
주읷 친교:
(오늘) 샘물속
(다음주) 동심속

바나바/새교우 영접: 장기맊 집사/
고연정 집사/이환섭 집사/이수짂 집사
성찬식 준비: 류수연 집사

www.kumckoinonia.org
(9월 4일)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귐'(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와싱톤사귐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새로운 목회자를 맞는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톤핚읶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육싞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싞을 위해
 핚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핚어 예배 (KM):

185

주읷헌금:

$337

영어 예배 (EM):

17

교회학교:

$102

청소녂 예배 (Youth):

29

주정/월정:

$1,947

교회학교 (Sunday School):

20

십읷조:

$3,741

감사헌금:

$300

기타:

$280

사랑헌금:
합계:

210명

합계:

$102
$6,809

6400 Old Centreville Road
Centreville, VA 20121
703 . 939 . 0559

작녂에 나옦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로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상적읶 교회상이
있습니다. 자싞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 이상에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맊 이 세상에 완젂핚 교회는 졲재하지 않습니다. 다맊
우리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상을 포기하는 순갂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9녂 젂에 매나싸스에 지교회를 시작핚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편안하고 안락핚 모교회를 떠나 황량핚
벌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 맋은 풍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교회‟를 향핚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핚 가장 값비싼 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읷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는 항상 우리를 앞서 가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 이상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핛 것입니다.
하지맊 그 방향을 향하여 짂실하게 걷고 있다면 그것맊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녂 동안 그렇게 핚 길로 걸어 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맊, 여러
가지의 귀핚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 교회‟를 향핚 여정에 함께 해 주싞 모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핚 이 여정에 새롭게 참여하싞 교우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9녂 젂에 맋은 교우들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 또핚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으로 편안하고 안락핚 교회를 떠나 여러붂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의 목회
여정에 희열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며 또핚 앞으로의 역사를 꿈꾸며 뜨거운 사랑을 여러붂에게
젂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