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순서

교회소식

8:30am, 11:00am

안내문

헌금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장영호 목사

Offering may be given in the boxes located in the lobby.

*예배의 부름 (2부) ---------------------------------- 장영호 목사
Call to Worship

Rev. Issac Chang

*신앙고백 (2부)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2nd service)

The Apostles’ Creed

All

경배와 찬양 --------------------------------------------------- 찬양팀
Praise and Worship

시애틀 한인장로교회는 WA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KM 예배(오 9:30/11시): 3/29, 4/5
주일 뉴송KIDS 예배(오전10:30): 3/29, 4/5
주일 뉴송 영어권/FLY예배(오전11시): 3/29, 4/5
주일 뉴송 마라나타 청년 예배(오후1:30): 3/29,4/5

Newsong Praise Team

대표기도(2부) -------------------------------------------------- 사회자
Prayer (2nd service)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새벽 6시): 4/6(월)~4/11(토)
고난주간 수요 저녁 예배(오후 7시): 4/8(수)

Moderator

2020년 333기도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1-9절" ------------------- 사회자
Scripture

"1 Peter 2:1-9"

Presider

말씀 ------------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 김범기 목사
Sermon

"To proclaim a beautiful virtue"

Rev. Paul kim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따라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시간 및 장소

봉헌송 ---------------------- "마라나타"------------------------- 다같이
Offering Song

" Maranatha "

All

*축도 --------------------------------------------------- 김범기 목사
Benediction

Rev. Paul Kim

*찬양 ---------------- "모든 열방 주 볼때 까지" --------------- 다같이
Ending Praise

"Until all nations see the Lord"

교회봉사
3월 주방 봉사 및 청소팀(본당, 친교실, 화장실): 박룻권사(코트디브아르)목장 입니다.
예배안내 (주일 2부예배): 박룻 권사, 신순자 권사, 김소연 집사

파송 및 협력 선교사

All

*표는 일어서서 * All Rise

• 수요 예배: 신명기 강해
• 토요 새벽 예배: 생명의 삶

• 헌금위원: 채석 집사(3월) 김성복 집사(4월)

• 수요예배: 오후 7:30
• 토요 새벽예배: 오전 6:30
• 예배 중보기도: 주일(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영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통역 수신기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nglish interpretation service is available for 2nd service. Headsets are located at the front desk.

지난주 헌금 총액
십일조:$3,858.00
선교작정:$270.00

합계:$5,439.00$

감사:$540.00

주정:$390.00

중고등부:$167.00

일반:$24.00

마라나타:$61.00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www.kpcs.us
뉴송아카데미: www.newsong-academy.org
New Song Church (영어권): www.newsongseattle.org

EM:$129.00

목양칼럼

400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
목양칼럼 및 설교방송은 www.kpcs.u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19전염병 위기로 인한 외출금지령을 내렸
고, 정부의 지침과 행정명령을 따라 교회는 코로나 대응3단계로 격
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임과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주일예배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1부9:30분, 2부 11시에 드립니
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는 4/6(월)부터 4/11(토)까지
오전 6시에,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
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가정에서 함께 참
여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들
에게 당부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파슈툰족"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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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 파슈툰족 가족과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2. 파슈툰족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
렵고 당장 돌아오는 각종 Payment등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일이
없이 집에 앉아 있는 것도 죄송하고, 일이 없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가슴 아픕니다. 나라
에서 급하게 부양책을 내놓지만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분
때문에 그마저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
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1:10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격려의 말로, 어떤 분은 은혜로운 위로의 찬양으로, 어떤 분은 사랑을 담은 음식으
로, 어떤 분은 골방 기도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직업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나눔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음식을 투고하실 일이 있으면 아시는 분들의 식당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둘 중
에 하나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다 돌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교회가
돌아보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만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에는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
금이 마지막 때라면 환난은 앞으로도 이런 저런 모습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
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
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관련
한 뉴스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다
른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참을성이 약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 일이 계속될 경우 사
람은 이기적으로 변해 갑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 뉴스 외에는 사사로운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뉴스를 틀어놓고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서신서를 천천히 정독하시
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난리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을 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 김범기 목사 -

"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김범기
부목사: 김성보, 서윤숙, 장영호
협동 전도사: 김성희
영어목회: Ronald Bang
중.고등부 전도사: 이단비

유년부 전도사: 봉요한
뉴송 아카데미: 김남경
행정간사: 강미욱
지휘자: 박관빈
반주자: 박희주, 이현영, 정수민, 조인우, 홍희경

. 역동적인 예배

. 하나되는 교제

. 변화되는 양육

. 응답받는 기도

23601 52nd Ave W, Mountlake Terrace, WA 98043
P. 425.774.6300 l F. 425.771.0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