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우 수양회----

이중적인 부름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2017년 5월 7일 주일설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부 지역 감독 선거에서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힌 캐런 올리비토(Karen Oliveto) 목사가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Mountain Sky Area(콜로라도, 몬태나, 유타, 와이오밍 주)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자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성별하는 것이
교단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결해 달라는 고소장이 교단 사법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인 ‘장정’(Book of Discipline of the UMC)에는
“동성 관계는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 위원회는 “교회법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이상에 헌신하고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교단 법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동성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감독뿐 아니라 목회자로 성별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토의 감독직은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문제로 인해 미국 내의 여러 교단이 분열을 겪어
왔습니다. 성공회로부터 시작하여 루터교, 그리스도교회(UCC)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PCUSA)가 그 예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아직 분열
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회(교회법을 다루는 최고위 의결기관)에서는 이 문제만을 연구할
특별 위원회를 두었고 2019년 2월에 이 문제만을 다루는 특별 총회를
소집해 두었습니다. 이 특별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교단의 최종적 입장이 결정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열을
피하면서 이견을 포용하는 것인데, 다른 교단의 예를 보면 그런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연합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연합감리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귐의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은
연합감리교회의 지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품으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편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죄와 차별과 혐오가 있고 다른 한 편에는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과
행위를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원의 원리에 맞는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구별됨)과 ‘무조건적인 사랑’에의 이중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두 가지 부르심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교단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중적 부름을
더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The Lord is My Shepherd)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35장(통 50)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시편 23편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한 목자와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 봅니다. (10분)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십시오.
2. 이번 부흥회를 통해 결심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십시오.
3. 이번 부흥회를 통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1. 당신의 믿음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결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통 442)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강사

임태일 목사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
제일메사침례교회 담임)

장소

매릴랜드 스카이크로프트 수양관과 인근 호텔

기간

2017년 6월 30일(금)-7월 2일(주일)

등록비

성인 $110, 청소년 $60, 어린이 $50, 유아 무료

강사소개

임태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고사리교회를 섬기던 중 2008년에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 인디언 보호 구역의 제일메사침례교회 담임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호피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백인의 종교로만 알아 은밀한 의심과 거부감을
가지고 살던 주민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김영봉 목사)는 감신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임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교제해 오고
있습니다. 사상과 영성이 깊은 목사님입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임목사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전해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1.

2.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출애굽기 1-18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2박 3일동안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임영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매월 첫 주일에 나누던 성찬은 부흥회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4.

5월 21일(주일)은 청소년 세례 입교 예식을 베푸는 날입니다. 전교우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교회 옆 공원에서 전교우
피크닉을 가집니다.

5.
6.

7.

8.



5월 22일(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213-215호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싱톤한인교회에서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한인 여학생 혹은 유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umcgw.org/informations/announcemen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우 수양회가 6월 30일(금)부터 7월 2일(주일)까지 스카이
크로프트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성인 $110, 청소년: $ 60, 어린이
$ 50, 유아 무료) 5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선교회에서 H마트와 롯데마트 그로서리 쿠폰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액수의 5%를 마트에서 리베이트로 주는데,
그것을 모두 남아공 빈민 선교에 사용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담임목사 동정
8일(월) 기관장/사역장 회의
9일(화) 청소년 세례입교자 면담
10일(수) 대사관 신우회 설교
13일(토) 새부대속(이환섭 속장) 목사관 초청

제자반
성경일독반(인도: 김영봉 목사)
수요일 저녁 7시 30분
213-215호

Youth & EM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수요일 / 아침 10시 / 담임목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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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당 / 2:00 pm

새벽 기도회 및 중보 기도회
(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피아노: 이애령/오르간: 김성은

사회: 김영봉 목사

전주

오르간

촛불 점화

점화자

Prelude

기독교 탐사(인도: 김영봉 목사)
토요일/아침 8시
213-215호
*다음 학기에 2기를 시작합니다

Lighting the Candles

“하늘에 계신” 635장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찬양 새벽 예배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예배에의 부름

(매달 마지막 토) 오전 6시 / 본당

“큰 영화로신 주” 35장(통50)

개회 찬송

5월 성경일독 진도

Hymn of Praise

8(월)

9일 (화)

10일 (수)

11일 (목)

12일 (금)

13일 (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7-10장

출애굽기
11-12장

출애굽기
13-15장

출애굽기
16-18장

Great King of glory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회중 기도

주일 섬김과 봉사

5월 봉사 안내

공효선/오한나/조정호/김인애/
김정규/주준호/주규리
- 바나바: 이환섭/이수진/김희옥
- 멀티: 이백호/윤석호/김애린/김원희/
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김숙영
- 성찬식: 류수연

성경 봉독

안내와 헌금: 김일명/이애란

Scripture Reading

이미영
성가대

Psalms 23

회중기도 : 홍계호
성경봉독 : 한영숙

찬양

주님

주일 친교:

( 오늘 ) 진실속
(다음주) 마중물속

설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Sermon

The Lord is My Shepherd

응답의 기도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임영수 목사

다같이

Prayer of Reflection

(4월 30일)

다같이

시편 23편

5월 14일:

Anthem

다같이

김은숙

Congregational Prayer

- 예배:

다같이

다같이

Call to Worship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목회기도

다같이
김영봉 목사

한어 예배 (KM)

143

주일학교

영어 예배 (EM)

10

주일헌금

청소년 예배 (Youth)

26

주정/월정

$3,350

Hymn of Commitment

교회학교 (Sunday School)

21

십일조

$2,405

축도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귐'(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톤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도미니칸 리퍼블릭(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Lewis 감독님을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2017년 5월 7일 │ 부활절 네 번쨰 주일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분/208호

합계:

200

$78
$231

선교헌금

$110

감사헌금

$100

사랑헌금

$220

합계:

$6,494

Pastoral Prayer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결단의 찬양

569장(통 442) Savior, like a shepherd…

Benediction
Greeting & Announcements

“Sanctuary”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