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 일상이 되어
버지니아 연회 공동 기도문

지난 주,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 IT Team(팀장: 이백호)이 큰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실수 없이 영상이 송출되게 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애를 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 예배를 인도 하면서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느낀 피로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예배 중에
제가 교우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큰 에너지를 공급 받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비록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처음 경험하는 영상 예배에 대해
여러 교우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유배 아닌 유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기획 하면서 어린이 설교와 ES 설교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의 설교 시간을 3분의 1 정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대로 자녀들이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색칠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놀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놀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놀면서도 많은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 자녀들도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목회실에서는
주중에 영상으로 만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불편과 희생을 감당해 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분들과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은 직업 상 위험을 감수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이 ‘일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버지니아 연회 샤마 루이스 감독님은 연회 내의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매일 오후 12시에 이 문제를 위해 기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모두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은 옆 면에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든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영상)예배

<매일 오후 12시 정오에 이 기도문을 읽어 기도하십시오>

Almighty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We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past, present and future. You are our rock and the source of
our hope in all things and at all times. As Jehovah Jireh, our provider
God, we ask you this day to stretch out your mighty hand and
eradicate from the face of the earth forever this virus called COVID-19
(coronavirus) that is spreading rapidly from continent to continent. We
also pray that you, Jehovah Rapha, our healing God, would place your
hand upon all of those who have been stricken by this virus and
restore them to full health. Be with those who have lost loved ones
and are grieving. Protect all who are caring for those with this virus
and keep them from contracting it themselves. Calm our fears and
provide us with your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Strengthen us with the joy of the Lord and help us to hold firmly to the
hope that only you can provide. Unify us that we, the Virginia Annual
Conference, may be able to experience anew the promise of your
presence in and through the unity of our faith, hope and trust in you in
the days ahead and forever. We offer this prayer in the mighty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시며 희망의 근거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 전능의 손을 펼쳐 주셔서 온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전염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지식에 뛰어난
주님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앞으로 오는 날동안 그리고 영원히 버지니아 연회의 모든
감리교인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신뢰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의 이름으로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20.com

오후 8시
인도: 김영봉 목사
교재: <나는 왜 믿는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컴퓨터나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에서
zoom cloud meetings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고 수요일 7시 30분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8시에 시작합니다.

https://us04web.zoom.us/j/6824054120
Personal Meeting ID: 682-405-4120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주일예배 – 잠정 중단




1. ‘하루 한 말씀’ 이번 주 진도는 마태복음 19장 16절 부터 22장 22절 까지
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20.com에 접속 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그리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광야같은 이 시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버지니아 연회 샤마 루이스 감독님의 권고를 따라 우리 교회도 공동기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12시 알람을 지정해 두시고 매일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기간 동안 병원 라이드, 그로서리 쇼핑 혹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속장 혹은 담임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주에 홈페이지의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교우 번호 또는 한글 이름을 적어 달라는
재정부의 요청이 있습니다. 개인 헌금 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편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주소는 6400 Old Centreville Road, Centreville, VA 20121입니다.

6. 3월 25일부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교재는 <나는 왜 믿는가?>입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다룰 것입니다. 제가 강의한 후에 질문과 나눔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컴퓨터나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에서
zoom cloud meetings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고 수요일 7시 30분에 다음과
같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8시에 시작합니다.
https://us04web.zoom.us/j/6824054120
Personal Meeting ID: 682-405-4120
7.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었던 연합감리교회 세계 총회가 코로나 19
확산 문제로 인해 무기 연기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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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반 -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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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배: 잠정 중단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성경의 맥: 구약> 인도: 정명림
3월 14일(토)에 시작 (7주 과정)

새벽기도회

개인기도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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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2020년 3월 22일 │ 사순절 넷째 주일

영상예배/2:00pm

(영상예배: www.kumckoinonia.org)

집례: 김영봉 목사
반주: 이애령

전주

피아노

Prelude

“하늘에 계신” 635장

경배 찬송

다같이

Our Farther, Which Art in Heaven

Hymn of Invocation

예배에의 부름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28일(토)

마태복음
19:16-30

마태복음
20:1-19

마태복음
20:20-34

마태복음
21:1-22

마태복음
21:23-46

마태복음
22:1-22

주일 친교

날짜

오늘

다음주

3월 29일

4월 5일

4월 5일

4월 12일

4월 12일

4월 19일

회중기도

Hymn of Praise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통55))

다같이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다같이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Pastor Danny Chung

Congregational Prayer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담당속회

개회찬송

회중 기도

www.koinonia2020.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

집례자

Call to Worship

3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성경봉독

“The Armor of God:

어린이 설교

"Great Things" & "Christ Be Magnified"
“Real Religion"

ES Sermon

James 1:22-28

설교

영어예배(ES)

주일헌금

청소년예배(Youth)

주정/월정

교회학교(Sunday School)

십일조

$700

주일예배 출석 합계

선교헌금/UFO

$200

수요예배

사랑헌금

$300

감사헌금/기타
합계: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통71)
All to Jesus I Surrender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통 379)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축도

다같이

다같이
김영봉 목사

Benediction

인사와 광고

집례자

Greeting & Announcements

$3,955

김영봉 목사

김영봉 목사

Pastoral Prayer

$2,755

다같이

When Rain Falls and Flood Comes

목회 기도

주일학교

212

마태복음 7장 24-27절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Sermon

한어성인예배(KS)

주간예배 출석 합계:

Pastor Danny Chung

Sing Them Over Again to Me

Anthem

(3월 15일)

Pastor HK Kim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통235)

찬양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라디오 워싱턴을 통해 방송됩니다.

Alex Kim Director

“Body Armor of God's Righteousness”
Ephesians 6:10-12, 14

Children Sermon

ES Praise

안내와 헌금 위원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임태일/박대준 선교사)







<신앙의 길 101>
담임목사의 저서 <나는 왜 믿는가>를
읽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새로운
제자반(6주간)/ 218호
2차: 3월 22일(주일) 오전 9시 시작
3차: 6월 12일(금)-13일(토) 하루 수양회
4차: 7월 10일(금) 오후 8시 시작
5차: 9월 1일(토) 오전 8시 시작
6차: 12월 11일(금)-12일(토) 하루 수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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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