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rch as an Extended Family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교회

One of the Biblical analogies for the church is the family or the
household. God is our heavenly Father and Jesus Christ is the eldest
brother (Rome 8:29). We believers are all sisters and brothers. The Roman
Catholic Church gave Mary the mother of Jesus the divine status to take
the role of Heavenly Mother. We the Protestant Church regards the Holy
Spirit as the Heavenly Mother. This analogy is good because Jesus called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One of my prayers for our church is that we may grow together as
an extended family. Many people think that going to church is more like
shopping at the mall. When we go shopping, we expect to be served and
catered. We come back when our needs are met. On the contrary, going
to church is meeting as a family. We come to church not only to meet
our needs but also to serve the needs of others. We try to know each
other. We love each other. We care for each other. Sometimes we fight
with each other but try to make peace. We love to forgive each other
because love prevails in the end. I hope to see this happen all the time
at our church.
Today we worship together for the celebration of the Christmas. It
is very hard to plan a combined family service but I try to worship
together on a regular basis. I believe that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to
experience the family-like spirit. It is my prayer that all may be able to
sense that they belong to a wonderful family of God.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 중 하나는 ‘가족’ 혹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이십니다(롬 8:29).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자매요 형제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어머니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는 성령을
하늘의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 중 하나는 확대된 가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샤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샤핑을 갈 때면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돌아섭니다. 반대로, 교회에 가는 것은 가족 모임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아낍니다.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연합하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계획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만, 이런 예배를 자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 본당
인도: 김영봉 목사

2018년도 와싱톤사귐의교회 임원 명단
지난 한 해 동안 임원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임원으로 섬기실 분들에게도 또한
감사 드립니다. 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른 상임
임원(기관장, 사역장, 속장)과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한 2년
임기의 비상임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원회는 격월로 홀수
달에 열립니다. 다만, 첫 임원 상견례와 임원회는 1월
20일(토) 오후 5시에 모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신실하게 섬겨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교우들께서는 임원들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장:

조관식

목회자:

김영봉, 대니 정, 알렉스 김

상임위원:

강호설(재단이사장), 공효선(예배사역장),
김건우(차세대사역장), 김숙영(회계),
김정환(성가대장), 민원기(사귐사역장),
윤문경(행정), 윤흥노(연회대표),
이명숙(여선교회장), 장기만(재정위원장),
장돈식(선교사역장), 정도균(서기),
최혜미(속회사역장), 한의홍(목회위원장),
홍계호(평신도대표)

속장:

이영자, 이환섭, 이백호, 정명림, 강호설, 박준용,
장기만, 민원기, 허옥신, 문영애, 오한나, 성평,
전상중, 알렉스김, 성호진, 이수진

비상임위원: 김상백, 김성식, 김제국, 오영석, 유주헌, 이상민,
조상훈, 조정호, 주준호, 주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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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1.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요한1,2,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Youth & ES
오후 2시 / 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2.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성가대에서 준비한
헨델의 '메시야' 찬양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3. 올 해 성탄일 예배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및 중보기도회

4. 오늘 예배 후 3시 40분부터 209호실에서 새교우반 세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5. 새해 헌금봉투와 달력 그리고 성경일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회에
속한 분들은 속장에게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내석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반'이 종강했음을 알립니다.
7. 전 가정상담소장 모니카 리(한정민)의 저서 <아들아,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를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판매액의 절반은 와싱톤한인교회
웨슬리홀 재건축 기금을 위해 기부됩니다.
8.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에 고 김동섭 교우님의 장례를 위해 수고하시고
참여하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지온 자매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행사
12월 24일(주일): 성탄절 감사 예배(2:00-3:00) 및 성가대 '메시야'
공연(3:00-4:00)
12월 25일(월): 성탄일 예배 없음
12월 28일(목)-1월 3일(수):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12월 27일(수)-30일(토): The Message Retreat at Sandy Cove Ministry,MD
12월 31일(주일): 송년예배 및 송년만찬, 자녀들을 위한 안수례
(송구영신예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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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2017년 12월 17일 │ Christmas All Family Celebration

o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반
(인도: 도현주)/ 종강
o 에바다 성경모임(인도: 기수양)
토요일 오후 6시-9시 / 217호

피아노: 이애령/오르간: 김성은

사회: 김영봉 목사

전주

Organ

Prelude

촛불 점화

수요예배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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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과 기도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성탄 찬양

12월 성경일독 진도
18(월)

19일(화)

20일(수)

21일(목)

22일(금)

23일(토)

베드로전서
1-3

베드로전서
4-5

베드로후서
1-3

요한1서
1-5

요한2,3서

유다서

주일 섬김과 봉사
공효선/김인애/김정규
주준호/주규리/이성래
- 바나바: 조관식/김영애/오한나/
김희옥/이수진
- 멀티: 이백호/윤석호/김애린/
정도균/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
- 성찬식: 류수연

회중 기도

“산위에 올라가서”(Go tell it on the mountain)
Children/Youth Presentation 캐롤 메들리(Carol Medley)

어린이와 Youth 찬양

요한계시록 3장 20절
Revelation 3:20

Scripture Reading

안내와 헌금: 박미옥/허영자

찬양

12월 24일:

회중기도: 정명림
성경봉독: 성평

주일 친교:

오늘(12/17): 참사랑속
다음주(12/24):여선교회

성탄송가

Anthem

“당신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

What is at the Center of Your Heart?

Sermon

영상 메시지

Video Message

What does the Christmas mesns for You?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주일학교

$28

영어예배(ES)

15

주일헌금

$445

Offering Prayer

청소년예배(Youth)

30

주정/월정

$3,430

교회학교(Sunday School)

십일조

결단의 찬양

17

$3,550

Hymn of Commitment

261
24
285

감사헌금

$570

선교헌금

$446

사랑헌금/기타
합계:

$50
$8,519

All

Children
Youth
Jane Yoo
성가대
Choir

김영봉 목사
Rev. Kim

맡은이
이용례

Praise

199

주간예배 출석 합계:

당신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찬양
(12월 10일)

다같이

Pastor Danny

Congregational Prayer

성경 봉독

12월 봉사 안내

- 예배:

Rev. Kim

기쁘다 구주 오셨네(Joy to the world) 115장
기뻐하며 경배하세(Joyful, joyful, we adore Thee) 64장
천사 찬송하기를(Hark! The herald Angels Sing) 126장
천사들의 노래가(Angels We have heard on high) 125장

Christmas Caroling

수요예배

김영봉 목사

Welcome and Invocation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주일예배 출석 합계

Yein Kim and Sam An

Lighting the Candles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한어성인예배(KS)

본당 / 2:00 pm

성탄축하예배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다같이

All

김영봉 목사

봉헌 기도

Rev. Kim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O come, all ye faithful

다같이

All

축도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Rev. Kim

Benediction

Rev.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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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