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주일 예배순서

1. 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8:30am, 11:00am
헌금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장영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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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부름 --------------------------------------- 장영호 목사
Call to Worship

Rev. Issac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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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postles’ Cree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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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헌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www.kpcs.us/offering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실경우 (CHECK ONLY. Payable to: K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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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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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5/3
주일 뉴송KIDS 예배(오전 10:30): 4/26, 5/3
주일 뉴송 영어권/FLY예배(오전 11시): 4/26, 5/3
주일 뉴송 마라나타 청년 예배(오후 1:30): 4/26, 5/3

3. 온라인 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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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ong Prai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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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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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문 하신 생명의 삶은 교회 오피스 앞에서 픽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픽업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월~금)

5월 가정의 달
특별 영상집회

성경봉독 ------------------ "벧전 2:18-25절" --------------------- 사회자
"1 Peter 2:18-25"

Scripture

Presider

말씀 ---------------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라" --------- 김범기 목사
Sermon

"Live according to Christ's example"

봉헌송 ------------------- "오직 예수 뿐이네"--------------------- 다같이
Offering Song

" Only Jesus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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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목) 본문: 룻기1:15-18절 / 5/1(금) 본문: 룻기2:1-7절
5/2(토) 본문: 룻기3:10-13절 / 5/3(주일) 본문:룻기4:7-12절

•일시: 4월 30일(목) ~ 5월 3일(주일) 오후 7:30

Rev. Pa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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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기의 은혜와 생명곁에서"

Rev. Pa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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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7.00

합계:$18,345.46$
감사:$1,104.55

주정:$178.24

선교:$810.00

생명나눔:$150.00

중고등부:$25.00

EM: $424.46

부할절 감사: $2,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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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160.00
마라나타: $1,629.41

목양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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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쉬의

"특별 영상집회를 준비하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2백만명을 넘었습니
다. 사망자도 12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재앙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교
육, 문화적인 것이며,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국제정치적 특성을 지
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초월적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마치 대지진이나 쓰나미처럼 모든
허약한 체제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면역의 수준 또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의지해왔던 것들
이 순간적으로 불에 타버리는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 210개국 모든 국가에 순식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그 유례를 찾
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에 네번째 등장한 청황색 말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그처럼 전염병과 사망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
사태는 문명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변화의 물결은 지구상 모든 영혼을 공
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명의 주체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던 모든 인간과 국가들을 지
극히 겸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
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사51:15
절)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을 휘젓고 온 열방을 뒤흔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음
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경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져올 변화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할 것 같다는 데 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변화가 닥쳐올 상황에 대
한 염려보다 깨어서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를 철저히 대비하면서 종말론적 자세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전도와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
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을 기울여야 합
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겨자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미래는 현재
심고 있는 씨앗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
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 상황을
회피하는 환경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과 복음전파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서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4월30일 목요일부터 5월3일 주일까지 오후 7:30분에4일동안
영상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퍼올리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코
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해갈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 김범기 목사 -

샤이크족"

기도제목

04.26.2020 47 - 17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www.kpcs.us

1. 샤이크족 신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 보호하심이 있어, 어둠으로 가려져 있는 영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올 수 있게 하소서.
2. 샤이크족을 덮고 있는 깊은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뚫어 주소서.
3. 한 크리스천 일꾼이 말하길, 문제는 수확 부족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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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2장 18-25절

"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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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