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제 45 권 40 호

행복 가득한 시니어 가을 축제
어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가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눈 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해 드렸습니다. 준비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지
극한 정성과 기도에 반응하듯이 환하게 미소짓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섬기는 분들이
오히려 더 보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하신 시
니어사역원 분들의 헌신은 감동 자체였습니다. 60명이나 되는 강한용사 청년들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예배당을 들어오
는 한 분 한 분을 최상의 정성으로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행사 매주 하면 좋
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 너무 좋네요” 하면서 모두가 웃음 보따리를 마
음껏 풀었습니다. 96세 되신 이진경 권사님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되는 많은 분도
참석하시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온 자녀들과 손주들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큰일이야, 하시는 어르신께 그 젊은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물었더
니 56세라는 말씀에 모두가 껄껄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갈렙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노년에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고결하게 불태운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충
성과 믿음의 사람으로 계셔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기가 죽어 백성의 간담을 녹게 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40년의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약속에 의지하여 정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쉼과 여유를 가져야 할 노년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청년처럼 달려간
갈렙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삶을 후배들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대학교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
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지혜를 담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의 삶 자체가 수십만
권의 책보다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시니어 분이 계신 것은 특별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존경하고 섬겨야 할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계신다
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수정같이
맑은 영혼과 강건한 건강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수고의 땀을 흘려주신 모든 어르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뒤
를 이어 존귀하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류응렬

2018년 10월 7일 주일예배

느헤미야: 주여,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Nehemiah: Lord, Renew Us by the Words of Heaven
찬양



다같이

사회

Doxology



위대하신주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Apostles’ Creed



다같이

1부 최정호 목사
2부 공승욱 목사
3부 이강천 목사

Prayer



대표기도자

대표기도

Offering



다같이

Announcements



류응렬 목사

1부 옥수종 장로
2부 이관형 장로
3부 김우홍 장로

Scripture Reading



느헤미야 8:1-12

Choir



1부: 이제야 돌아봅니다
2부: 주 음성 외에는
3부: 예수는 생명의 떡

Sermon



류응렬 목사

아가페(한어중고등부)

Communion



다같이

동시통역

2부 박정연
3부 윤필홍

Praise & Worship

영광송
신앙고백

기도
헌금
교회소식
성경봉독

찬양대

설교
성찬식

찬송

Hymn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 298장)

합심기도

Prayer



다같이

Benediction



류응렬 목사

축도

Salt & Light(영어 청장년부 )

Matt 26:17-28

헌금송

수 7:30pm

골리앗의 비웃음거리, 다윗
Rev. Daniel Kwon

청년 4 부 예배 (임팩트 )

말씀

사무엘상 17:39-51

성보영 목사

다솜청년 (라스트워십 )

묵상시리즈 55: 강한용사는
십자가로 인사한다
기도
말씀

1부 호산나
2부 글로리아
3부 코람데오

수요기도와 찬양

Lay It On The Table
Message

찬양대

청년의 때
말씀

전도서 12:1

신영철 선교사

윤설 자매
로마서 16:1-16

토요새벽기도회

김바나바 목사

비극에서 희극으로

예레미야 31:7-14

최정호 목사

기도순서 및 봉사
주일예배
친교기도

다음주 1부: 이관형 장로 2부: 김우홍 장로 3부: 박주용 장로 4부: 유정아 자매
이번주 1부: 최세곤 집사 2부: 구본성 집사
다음주 1부: 한인근 집사 2부: 김대홍2 집사
10/8 고정화 구자인 김영숙13 민자흠 배한나 유현정 조현철 한은혜 10/9 박희숙 10/10
금식기도 이번주
김미화6 백정숙 이영자 10/11 윤경희 10/13 김화숙 10/14 김은경 이수맹 정종귀
강단미화 다음주 김기천 김영숙13 안재경 이경헌 조정희5
점심/도넛 이번주 강수창 김영숙13 김용화 전지영 한재경
다음주 송섭 오동근 정종귀 하명임
점심봉사 이번주 10/07(주) 제4A공동체 정상준 목사 (김주희 장로, 박영주 장로, 계선용 장로, 임동화 장로)
다음주 10/14(주) 제4B공동체 서주원 목사 (허광수 장로, 박주용 장로, 김명호 장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름
인도
바나바 공동체
이름
인도
바나바
공동체
김민정22
이상민
김부희 서주원
오현규
정태미
박경애
김재덕
이기환(이소진2)
강석찬
권영주2 이강천
최원자2
김부희
최정호
영어청장년(S&L) 김상준2 김우정3 박민서3 배석진2 박예원2 안병욱 어효선 오익수(심정민)
이강록 허단4 Julian Satalia, Kevin Strother
청년2부(강용) 박태민 오수아

<전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기도>
기도가 필요하세요?

<돌봄>
돌봄이 필요하세요?

배명훈 목사 616-617-8414
myunghoon.bae@kcpc.org

최정호 목사 703-627-3298
joungho.choi@kcpc.org

박재연 목사 703-863-6964
jeayeon.park@kcpc.org

<상담>
상담이 필요하세요?
가정: 김재덕 목사 703-462-0234
jaeduk.kim@kcpc.org
청소년: 배기정 전도사 240-463-8965
kay.kang@kcpc.org

언 제 든지 연 락 주 세 요 .
<순모임>
순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세요?

<성경공부>
말씀을 배우고 싶으세요?

박재연 목사 703-863-6964
jeayeon.park@kcpc.org

이강천 목사 224-229-9986
kangchun.lee@kcpc.org

오늘 모임
각 예배시
10:00am
11:20am
12:15pm
01:45pm
02:10pm
03:30pm

성찬식 (제1예배실)
장년 세례 교육 시작 (1149호)
선교나눔: 세네갈 기도모임 (2140호)
새가족 성경공부 시작 (1150호)
제1,2,3권사 월례회 (시니어사랑방, 1114호, 자모실D)
SEED 부지 매입 및 2부 영어예배 설명회 (제1예배실)
정기당회

교회 주요 사역 일정
세례식

10/13(토) 10:00am
10/13(토)
4:30pm
10/14(주)
2-3부
10/20(토)
10/21(주) 12:00pm
10/27(토)
7:20am
10/27(토)
8:00am
10/28(주)
7:00pm
10/28(주) 2부 예배후
10/31(수)
5:30pm

지난 주일예배 출석

예닮교실 Open House (좋은이웃부)
엘림콰이어 찬양연주회 (제2예배실)
영아부 달님반 오픈하우스 / 12:15pm 좋은이웃부 오픈하우스
Centreville Day 센터빌 데이
예비부모교실 (2119호)
결산/예산 제직회 (제1예배실)
장년훈련사역원(일대일양육부, 장년교육부, 훈련지원&개발부) KICK OFF (은혜채플)
새가족환영회 (다목적실)
공동의회 (제1예배실) / 사영리 전도훈련 개강
온가족 가을 축제(Fall Family Festival)
4,638명

어린이 주일학교
영어중등부
영어고등부

677명
144명
260명

한어중고등부

109명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725명
1,236명
1,023명

4부 청년예배 (임팩트)
한어 대학부 (다솜청년)
영어 청장년부 (Salt & Light)

197명
82명
185명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순모임 5주 시리즈 (3/5)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영적 우정을 키워 가는 순모임
“우리에겐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의자를 돌리고 대화하는 영적 공동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 래리 크랩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 친구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사이에 존
재하는 영적 우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우정은 영적 완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영적 우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우정은 서로의 비밀을 보장할 때 신뢰 속에 더 깊어집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한 순모임 안에서만 오픈되고 서로의 비밀을 보장할 때 무한 신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영적 우정을 서로 나누기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성
숙하지 못한,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엡 4:13~15)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릴 때 영적 우정은 싹틉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좋아야 합니다.
2. 영적 우정은 말씀 나눔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나눌 때,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순간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3. 영적 우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최종 목표는 영적인 성
장, 성숙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순이 모여서 영적 우정을 키워나가는 목적도 동
일합니다. 영적인 성장,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자라야 합니다.
순모임의 목적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영적 우정을 키워 가는데 있습니다.
<영적 우정을 위해>
연약한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배려가 있고
실수한 것을 잘못 되었다고 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게 하옵소서.
틀린 것을 합리화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잘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진정성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것과 틀린 것, 실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순장, 그런 순모, 그런 순원이 되게 하소서.

1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
 Thanksgiving All Family Worship(자녀초청집회) "The Great Heritage"
11/22(목) 10:00am. 10/14(주)부터 로비에 복음 및 회복이 필요한 초청 자녀 명단함이
설치됩니다. (문의: 공승욱 목사, 703-927-9724, seungwook.kong@kcpc.org)

2

SEED 부지 매입 및 2부 영어예배 설명회: 오늘 2:10pm (제1예배실) 중직자 및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순장반 자료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수요기도와 찬양 (말씀채플)
날짜

주제: <다섯 개의 물맷돌> 다윗 왕 이야기
제목

본문

설교자

10/03(수)

이새의 양치기 막내, 다윗

삼상 16:11-13

성보영 목사

10/10(수)

골리앗의 비웃음거리, 다윗

삼상 17:39-51

성보영 목사

10/17(수)

사울의 질투 유발자, 다윗

삼상 18:6-9

성보영 목사

10/24(수)

압살롬의 못난 아버지, 다윗

삼하 18:31-33

성보영 목사

10/31(수)

온가족 가을 축제(Fall Family Festival)

4

행사
 엘림콰이어 정기연주회: 10/13(토) 4:30pm (제2예배실)
 센터빌의 날 (Centreville Day): 10/20(토) 10:00am-5:00pm.
장소: 5714 Mt. Gilead Rd. Centreville, VA 20120 (이레빵집 뒤편)
센터빌 지역행사에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합니다. (문의: 571-229-0486 )

5

등록
 부모 교실 북클럽(청소년 상담부 주최): 10/22(월)-11/29(목)까지
수/목요일 오전반: 10:00am, 월/수요일 저녁반: 7:00pm. 교재: 폴 트립,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등록: 10/14(주)까지 부스에서. 책값: $20 (문의: 571-201-4751)
 예비부모 교실: 10/21(주)-11/18(주) 5주, 12:00pm (2119호)
온라인 등록, parenting1man@kcpc.org 또는 교회 사무실, 등록비($30)
내용: 생명, 출산 전 산모와 태아 건강, 산후 조리, 모유 수유, 신생아 건강관리 등.

6

모집
 예배부 봉사자(예배안내 & 헌금위원) 모집: 10/14(주)까지 부스에서 (문의: 703-629-3046)
 장년훈련사역원 2019 회계연도 KICK OFF: 10/27(토) 8:00am 은혜채플 (말씀: 류응렬 목사)
 친교 사역원 Certified Food Manager License 교육: 10/20(토), 시간: 미정
등록기간: 10/11(목)까지 blessingcafe@kcpc.org로 이름, 교인번호, 전화번호 기재
Volunteer Hour 원하는 학생들은 친교사역원 카페운영부로 문의. blessingcafe@kcpc.org

7

기타
 '수요 기도와 찬양' 설교 시리즈 CD 무료 배포처: 미디어CD룸 (2146호)
- 6, 7월 (주제: 복음의 정수 로마서 강해) 류응렬, 김준섭 목사 (MP3 제작)
- 8월 (주제: 청종) 공승욱 목사 (MP3 제작)
- 9월 (주제: 감옥에서 온 기쁨의 편지) 최정호 목사 (MP3 제작)

8

교우소식
 소천: 고 이문항 집사1, 김혜란2 권사 남편. 장례일정 추후 통보 (블레싱 순)
 소천: 강건의(김나리1)성도 부친 고 김운민 성도 한국에서 장례마침 (샘물 순)
 득녀: 고동용(은보라)성도 장남(주안-Ethan) (아장아장 순)
 득녀: 김영준10(김로리2)성도 차녀(세희-Ayla) (8공동체)
 개업: 김문혜 성도, 디자인스킨 키즈 퍼니처(플래이 메트)
226 Dominion Rd. NE, Vienna VA 22180, 703-964-7981 (은잼 순)

주일 청장년 예배

새벽기도회

장년1부

8:00am 제1예배실

5:30am (월~금)

제2예배실

장년2부

10:00am 제1예배실

6:30am (토)

제1예배실

장년3부

12:15pm 제1예배실

6:30am (주일)

제2예배실

청년4부(임팩트예배)

2:30pm 제2예배실

어린이 교회학교 Promiseland

다솜청년(한어대학부)

2:30pm

영아부 Nursery

Salt & Light(영어 청장년부)

말씀채플

10:00am The Well

유아부 Preschool
K-1학년 Gr. K-1

청소년부 Youth Groups

2-3학년 Gr. 2-3

2200,2207,2212
2215

2부: 10:00am
3부: 12:15pm

소망채플
기쁨채플

한어중고등부 Agape

10:00am

말씀채플

영어중등부 All Stars

12:15pm

말씀채플

좋은이웃(장애우)

12:15pm

2116

영어고등부 Joshua Generation 12:15pm The Well

아와나(AWANA)

수요일 7:15pm

다목적실

방송설교

4-6학년 Gr. 4-6

은혜채플

기쁜소리(AM1310) 주일설교 주일 10:00am, 새벽설교 월-금 6:45am-7:00am
WBS TV(COX,FIOS30) 수 9:00pm / 미주 CGNTV 목 10:00pm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목사

류응렬 (Senior Pastor Eung Yul Ryoo 703-618-9101)
공승욱 (703-927-9724 청년1부)
권단열 (847-867-4209 Salt & Light)
김바나바 (703-395-9070 청년2부)
김영환 (571-332-6506 한어중고등부/다음세대디렉터)
김재덕 (703-462-0234 2B공동체/가정)
김준섭 (703-625-0018 6A공동체/선교)
박상근 (513-568-1675 새가족/행정)
박재연 (703-863-6964 5공동체/목양)
박형일 (703-627-8265 6C공동체/목회비서)
배명훈 (616-617-8414 6B공동체/전도)
서주원 (703-200-3688 4B공동체/정보미디어)
성보영 (617-678-5104 7공동체/예배/찬양)
송인수 (703-303-2902 컬페퍼기도원)
이강천 (224-229-9986 3공동체/훈련)
이은상 (857-200-7000 8공동체)
이화평 (201-562-0566 영어고등부)
정상준 (949-943-9328 4A공동체/친교)
조상우 (703-888-8301 2A공동체/커뮤니티)
최정호 (703-627-3298 1공동체/시니어/중보기도)
황요한 (410-608-2458 영어중등부)
강순미 (571-334-2262 2-3학년)
김유리 (703-674-9557 유아부)
전도사
김하영 (571-278-3310 영어고등부)
박사라 (917-626-2724 4-6학년)
박영주 (571-510-2330 시니어/심방)
배기정 (240-463-8965 청소년상담)
서하나 (703-343-0170 K-1학년)
이은진 (703-967-3001 영아부)
협동전도사 신희령 (571-723-7070)
원로장로 김왕근 권오경 진금섭 백순 함준길 이호균 김병선 김영근 박동수 권영길 이명호
증경장로 이광수 박현배 김흥배 김명호 김건호 이상문 한의생 홍성호 조병문 지득용 이기동 김영성 강정근 이도희 구평회
목양장로 이범선 계선용
시무장로 노재명 옥수종 이관형 김우홍 박주용 송섭 박영주 양한송 조현철 최상렬 최하영 조성목 김기천 박준근 신동림 원광연
유병구

파송 선교사 – 18가정 (협력 선교사 - 47가정)
김강석 (하은혜)
김여호수아 (김시내)
김요셉 (이정진)
김요한 (이순희)
김현일 (고은정)
서문안 (김제인)

동북아시아
동남아 C국
소아시아
미국(Seed 본부)
미국
동아시아

문이삭
박찬신
신영선
신영철
오지영
유영재

(박에스더)
(박정애)
(김봉순)
(오민아)
(백명숙)
(유은희)

동아시아
크로아티아
태국
과테말라
미국
태국

유익상
윤요셉
윤진수
이사명
이평강
이해진

(문희경)
(이은혜)
(윤미숙)
(은미리)
(이은혜)
(김미자)

기도 제목
ㅣ

 새 회계연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스페인
동아시아
케냐
동아시아
동아시아
세네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