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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한인장로교회: www.kpcs.us 

뉴송아카데미: www.newsong-academy.org

New Song Church (영어권): www.newsongseattle.org

주일 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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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예배: 신명기 강해  

• 토요 새벽 예배: 생명의 삶

• 수요예배: 오후 7:30 

• 토요 새벽예배: 오전 6:30

• 예배  중보기도: 주일(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00
• 헌금위원: 신욱법 집사(7월)

(1부) 8:30 am, (2부) 11:00 am

헌금은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may be given in the boxes located in the lobby.

*예배의 부름  -------------------------------------------- 사회자
    Call to Worship                                                                                                                   Presider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All

경배와 찬양  --------------------------------------------------- 찬양팀 
Praise and Worship                                                                                                Newsong Praise Team

대표기도 ------------------------------------------------------- 사회자
Prayer                                                                                                                                                                Presider

성경봉독 ---------------------- "행 16:1-10절" --------------------- 사회자
Scripture                                                         "Acts 16:1-10"                                                   Presider

말씀  ----------------------- "예수의 영을 따라" ------------- 김범기 목사
Sermon                                      "Following the Spirit of Jesus"                               Rev. Paul kim

봉헌송  -------------------------- "꽃들도"------------------------ 다같이
Offering Song                                                                     "Flowers"                                                                         All

*축도   ---------------------------------------------------- 김범기 목사
Benediction                                                                                                                       Rev. Paul Kim

*찬양  ------------------ "모든 열방 주 볼때 까지"  -------------- 다같이
Ending Praise                                     "Until all nations see the Lord"                                            All

                                                                                       
 *표는 일어서서  * All Rise 

사회: (1부) 김성보 목사

(2부) 장영호 목사

교회소식

십일조:$7,107.00     감사:$460.00     주정:$240.00     일반:$55.00

선교:$170.00     중고등부:$5.00     마라나타:$4,559.00

EM:$560.00   건축:$25.00    

ㅣ지난주 헌금총액ㅣ (KM, EM, 마라나타)합계:$13,181.00

1. 사랑의 카페 / 사랑의 밥차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선교지를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와 사랑의 카페 사역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섬겨 주신 마라나타교회와 New Song Church, New Song Fly의 수고와 
     열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주문 하신 생명의 삶은 교회 오피스 앞에서 픽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픽업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월~금) 

3. 뉴송 마라나타 거리 찬양 전도

 • 거리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일시: 8월 1일 (토)       5-7PM

4. 헌금번호 사용 안내 

      교회 행정과 재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KM과 EM 성도 부부 및 개인별  
      헌금번호가 등록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헌금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문의: 공동체 담당 교역자 및 교회 사무실)

  

예배시간 및 장소

     파송 및 협력 선교사

헌금번호를  사용해 주세요.
KM과 EM 성도 부부 및 
개인별 헌금번호가 등록되었습니다. 
공동체 담당 교역자에게 
헌금번호를 받으시고, 
헌금봉투와 온라인 헌금하실 때 
헌금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문의: 공동체 담당 교역자 및 교회 사무실)

8월 1일 (토)    5pm-7pm    H-mart
마라나타 청년들을 통해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이 선포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뉴송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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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교"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
송 숫자는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28,039명입니다. 이는 한국의 
23개 주요 교단과 230개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별 교회 파송 및 이민교회 파송까지 포함한다면 3만 명에 육박하
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교적 부흥의 중심에는 1990년대 중반부
터 교회에 도입되기 시작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다 여름 단기선교를 기획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

함으로 선교의 기쁨에 동참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기선교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선교 부흥
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단기선교가 교회마다 유행이 되면서 몇 가지 공통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비전 없는 비
전여행” “획일화된 사역모델,” “준비와 선교훈련의 부족,” “교회 자원의 막대한 지출,” 그리고 
“참가자 중심 선교화” 등입니다. 이들 중 성도님들께서는 몇 가지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매
년 반복해서 진행되던 단기선교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특정지역 입국금지
(148국가 지역), 격리조치(11개 국가 지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24개 국가 지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로 인해 당분간 지역교회를 통한 단기선교는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모든 사역이 멈춘 이 때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시대 시애틀 한인장로교회와 뉴송처치 선
교가 지속되길 원합니다. 첫째, FAM 25지역의 장기선교사 파송 정책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단
기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선교자원이 집중함으로써, 정작 장기 선교사를 
키워내고 훈련시키며 지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의 소외된 불어권 아프리카 25개국에 복음의 포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25개 나라 이름의 
목장이 세워지고, 각 목장마다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시애틀 지역에는 전 세계 민족 사
람들이 이미 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송처치는 10가지 언어를 쓰는 민족이 하
나의 공통언어인 영어로 예배하는 다민족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현실화하며 교
회 안에 함께 하는 다민족들이 각각의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우리가 매해 선교를 나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살
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를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훈
련이 뒷받침된 단기선교의 실행입니다. 더 이상 몇 명이 단기선교에 참여했는가를 따지는 숫자
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히 훈련된 한 사람이 선교지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정신을 가지
고, 단기선교를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짧은 지면에 긴 생각들을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교회의 선교는 
지속될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의 제단
의 불씨를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김범기 목사 -

목양칼럼 및 설교방송은 www.kpcs.u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양 칼 럼

400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

"인도의 반자라족" 

유년부 전도사: 봉요한

뉴송 아카데미: 김남경

행정간사: 강미욱 

지휘자: 박관빈

반주자: 박희주, 이현영, 정수민, 조인우, 홍희경

담임목사: 김범기 

부목사: 김성보, 서윤숙, 장영호

협동 전도사: 김성희

영어목회: Ronald Bang

중.고등부 전도사: 이단비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기도제목 
1. 변화에 능숙한 반자라족 사람들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2. 오직 그리스도만이 환생의 순환을 깰 수 있으며, 영생의 축복을 줄 수 있음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

3. 이들이 성경 자원들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4. 2020년대에 반다라족 사람들을 제자운동으로 이끌 영적 돌파가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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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 동 적 인  예 배      .  하 나 되 는  교 제      .  변 화 되 는  양 육      .  응 답 받 는  기 도

사도행전 16장 1-10절                                     

" 예수의 영을 따라 "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

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