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순서

교회소식

안내문

8:30am, 11:00am

1. 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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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4월 6일(월) ~ 4월 30일(목)까지
•참여 방식: 매일 시간을 정하여, 웹사이트에 기재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마음을 담은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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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ostles’ Creed

All

3. 부활절 외 모든 헌금은 온라인 헌금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CHECK ONLY - pay to:K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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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30/11시): 4/12, 19, 26
주일 뉴송KIDS 예배(오전 10:30): 4/12, 19, 26
주일 뉴송 영어권/FLY예배(오전 11시): 4/12, 19, 26
주일 뉴송 마라나타 청년 예배(오후 1:30): 4/12, 19, 26

(최근 은행 시스템상 헌금 이체가 2-3주가량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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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ong Prai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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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or

성경봉독 ---------------- "요한복음 20:1-10절" ------------------- 사회자
"John 20:1-10"

Scripture

Presider

1. Wonyoung Lee
21814 86th pl W. Edmonds, WA 98026
2.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23601 52nd Ave W. Mountlake Terrace, WA 98043

4. 온라인 목자 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 모든 목자님들은 빠짐 없이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미팅 참여 방법을 따로 공지 해 드립니다.

말씀 ---------------------- "부활의 증인" ---------------- 김범기 목사
"Resurrection Witness"

Sermon

Rev. Paul kim

봉헌송 --------------------- "살아계신 주"------------------------ 다같이
" Because He Lives "

Offering So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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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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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Pa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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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33기도

"Until all nations see the Lord"

파송 및 협력 선교사

All

*표는 일어서서 * All Rise

• 수요 예배: 신명기 강해
• 토요 새벽 예배: 생명의 삶

• 헌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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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00

합계:$5,759.00$

감사:$600.00

주정:$60.00

중고등부:$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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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1,135.00

목양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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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힌두교도 라지푸트족"

"보고싶은 성도님들"
미국의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너무 많아지
고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 또한 우울하
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시간은 많은 메세지를 던집니다. 마가복음1:35절에 보
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어두운 시간,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한적
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
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길이 되시는 예수님
께서는 광야 한복판, 한적한 곳에서부터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어
둠에 묶인 자들, 수많은 병자들, 두려움과 불안에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은 전부 어둠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길을 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릴레이 기도를 통해 이른 새벽에 고단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어두워
지는 시대를 살아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길을 내는 영적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계속 기도와 말씀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소망을 주는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들에게 임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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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pcs.us

1. 라지푸트족이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영적 갈급함을 주소서.
2. 라지푸트족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도 가르치게 하소서.
3. 라지푸트족 사람들이 제자를 훈련시킬 제자들을 키워내게 하소서.
4.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의 하나님께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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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흩어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번주로 3
주째가 됩니다. Zoom 화상모임을 통한 목자모임에서 다행히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 예배
에 잘 참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성입니다. 저는 비록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지만 마치 여러분이 이 현
장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성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 드리는 공적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구경” 하거나 “시청”하지 않고,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온
라인 공예배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0절

" 부활의 증인 "

1) 10분 전(1부 8:20 2부 10:50 )에 접속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십시오.
2)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주십시오. 복장은 우리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 성경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한 예배 후 적어도 3명에게 연락하셔서 (혹은 단체카톡방) 예배의 은혜와
안부를 나누시고 서로 축복해주십시오. (공예배의 중요성은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온라인예배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온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범기 목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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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