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제 45 권 46 호

마르지 않는 감사의 삶
제 목양실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여섯 개 들어있고 세 사람이 손가락으로 복을
세어보는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여주신 다양한 복을 세어
보라는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화가의 작품인데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집에서 예배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성
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다양한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은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자녀로 삼아준
선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세상이 사라져도 감사와
만족이 넘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가졌다 해도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가슴 깊이 다가오는 허무감을 떨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며칠 남겨둔 감사의 계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
리를 위해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희생을 감당해 오신 부모님들, 오늘의 내가 존재
하기 까지 스쳐간 선생님들, 친구들, 직장동료들,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인생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방울로 맺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
틈을 뚫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귓전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
신 예수님, 그 절절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이 막힌다 해도 하늘을 바라보
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는 새하얗게 내린 때 이른 눈으로 깜짝 기쁨을 누렸습니다. 첫 눈으로 설레
는 가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도 즐겁게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어 참 고맙습니다.
첫 눈
가을 단풍 물들어
연인들 걸음 늦추는데
늦가을
하늘을 열고
쏟아지는 눈
내리는 눈은
사흘이라도 내리라지

사람들 온갖 눈물
마를 때까지
세상 덮은 어둠
맑힐 때까지
내리는 눈은
사흘이라도 내리라지

여러분의 목사 류응렬

추수감사주일

2018년 11월 18일 주일예배

광야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A Thanksgiving Song in the Wilderness


다같이

사회

Doxology



위대하신 주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Apostles’ Creed



다같이

1부 박형일 목사
2부 최정호 목사
3부 조상우 목사

Prayer



대표기도자

대표기도

Offering



다같이

Announcements



류응렬 목사

1부 이명호 장로
2부 권오경 장로
3부 김왕근 장로

Scripture Reading



시편 107:1-9

찬양대

Choir



1부: 하늘의 주
2부: 축복
3부: 감사하세 우리 주께

1부 호산나
2부 글로리아
3부 코람데오

Sermon



류응렬 목사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회



김영환 목사

찬양

Praise & Worship

영광송
신앙고백

기도
헌금
교회소식
성경봉독

찬양대

설교

헌금송
Promiseland K-1

찬송

Hymn



1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3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합심기도

Prayer



다같이

Benediction



류응렬 목사

축도

Salt & Light(영어 청장년부 )

1 Cor. 10:1-2

다솜청년 (라스트워십 )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사랑할 수 있다
임주영 자매

시편 97:1-7

토요새벽기도회

수 7:30pm

추수감사절(11/22)로 인해
수요기도와 찬양은 없습니다.

Rev. Daniel Kwon

청년 4 부 예배 (임팩트 )

말씀

2부 박가연
3부 유 민

수요기도와 찬양

Dying to Live
Message

동시통역

말씀

창세기 2:18-25

공승욱 목사

요한복음 14:1-6

김영환 목사

박충은 목사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기도순서 및 봉사
주일예배

다음주 1부: 조현철 장로 2부: 최상렬 장로 3부: 최하영 장로 4부: 권영하 자매

친교기도

이번주 1부: 김경호3 집사 2부: 김용화1 집사

금식기도

11/19 구자인 김영숙13 민자흠 배한나 한은혜 11/21 백정숙 11/22 윤경희
이번주
11/23 김미화6 손연주 11/24 김용희 11/25 김은경 이수맹

강단미화

다음주 김경순 김옥자 송정훈1 최준호2 차영운

점심/도넛 이번주 곽두원 곽종순 박예숙 이영희5
점심봉사

다음주

1부: 김기화2 집사 2부: 김일환1 집사

다음주 최숙자 최준호2

이번주 11/18(주) 제6A공동체 김준섭 목사 (송섭 장로, 최하영 장로, 박천호 장로)
다음주 11/25(주) 추수감사주간 (점심없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름
고인성(차경희)
이수연11

인도
공윤주

바나바 공동체
박진경3 서주원
이영자5 이강천

이름
김상훈5(하지성)
정순영

인도
강영분

바나바
유현정1
김은순1

공동체
한정민
서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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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pm
01:45pm
02:10pm
03:45pm

추수감사주일
영어 새가족 성경공부 3 (1150호)
로뎀나무 (시니어사랑방), 정오의 샘 (1114호), 브엘세바 (자모실D)
순장반 – 연합순별 모임 (제1예배실)
안수집사회와 당회 연합 기도회 (은혜채플)

교회 주요 사역 일정
세례식

11/22(목) 8:00am 5K Turkey Trot 마라톤 (지역 암환자 돕기)
11/22(목) 10:00am Thanksgiving All Family Worship 자녀 초청 집회 “The Great Heritage”
11/25(주) 11:20am 선교나눔: 전순섭/김진희 (이탈리아)선교사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공동체 장로님, 순장님, 순원들을 초청합니다.
11/25(주) 12:00pm 시니어특강: 메디케이어 & 메디케이드 Q&A 강사: 노세웅 집사 (시니어사랑방)
12/01(토) 6:30am 컴패션 예배 (제1예배실)
12/01(토) 6:00pm 장애우(KADPA) 성탄파티 (다목적실)
12/02(주) 3:30pm 정기당회
12/06(목) 10:00am 목요예향 종강
12/11(화) 10:00am 화요금향로 종강
12/15(토) 8:00am 토요향나무 종강

지난 주일예배 출석
어린이 주일학교
영어중등부
영어고등부
한어중고등부

4,964명
649명
122명
266명
112명

1부 예배

737명

2부 예배

1,551명

3부 예배

1,046명

4부 청년연합예배 (임팩트)

192명

한어 대학부 (다솜청년)
영어 청장년부 (Salt & Light)

84명
205명

순모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책,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에서 발췌)

알라메다 카운티 연구는 하버드 대학 사회학 교수들이 주도하여 9년 동안 7천명의 삶
을 추적한 프로젝트였다. 그 결과 가장 외로운 사람들의 사망률이 끈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비만, 알코올 중독 등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가졌지만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졌지만 외로움에 떨며 힘들어 하는 사람
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감자튀
김을 먹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푸트남은 아무데도 소속
된 곳이 없다가 어딘가 소속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다음 해에 죽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의학저널에 보고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에 자원한 276명을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시켰다. 연구 결과, 강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능력이 혼
자 고립된 사람보다 4배나 뛰어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신다. 뿐만
아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후에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다. 공동체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근동 유대문화의 주변 종교들을 보면 신들은 음식을 받쳐줄 하인이 필요해서 인
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언가 아쉬워서 창조의 힘을 발
휘하신 게 아니다.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우
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서
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제일가는 지킴이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주자로 참여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
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1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교회 설립 45주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 주간 일정
 11/21(수) 수요기도와 찬양은 없습니다.
 11/22(목)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10:00am Thanksgiving All Family Worship(자녀초청집회)
"The Great Heritage"가 제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1/23(금) 새벽기도회 후 교회 건물을 닫습니다.
 11/25(주) 로고스 서점, 중앙 도서관, 블레싱카페는 닫습니다. 점심배식 없습니다.

2

다음세대에서 신앙교육과 사역 현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학부모/교사/청소년 설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해 있거나 교사(봉사자)로 섬기는 부서 이메일로 설문
요청이 있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청소년), 교사/봉사자(어린이/청소년), 학부모(어린이/청소년)
 설문조사 기간: 11/18(주)-12/30(주) *참여율에 따라 필요시 1회 연장

3

Gospel Project Workshop: 11/23(주)-12/23(주) 각 부서별로 진행
(문의: 각 부서 부장 및 교역자)

4

등록
 30th. VA Run Thanksgiving Day Turkey Trot 자선 단축마라톤(5K) & 걷기대회(2K):
11/22(목) 8:00am, 교회 앞 지역 주최로 지역 암환자 돕기.
참가신청: 온라인 접수: https://vrturkeytrot.com 안내지는 교회 사무실 비치.
 다리예화 37기 전도훈련 등록: 11/25(주)까지 부스 또는 ee.kcpc.org
개강: 12/2(주) 3주 과정

5

모집
 동시통역, 번역 봉사자: 예배 동시통역이나 번역으로 신실하게 섬기실 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translation@kcpc.org 로 연락바랍니다.
 블레싱 카페 봉사자: 3부 예배 후부터 마감 시간까지
신청 방법: 이름, 교인번호, 전화번호 기재 (blessingcafe@kcpc.org)

6

기타/모임
 안수집사회와 당회 연합 기도회: 11/18(오늘) 3:45pm (은혜채플)
 오늘은 한 끼($10)를 금식하시고 북한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봉투 본당 앞 비치)
 교회설립 45주년 기념부흥회 설교 (조현삼 목사) 구입처: 미디어CD룸 (2146호)
- CD앨범: $5, MP3 무료배포

7

부임
 한정민(박미희) 목사: 11/12(월)부로 장년사역자로 부임

8

성도소식
 득녀: 박영신1(장현주2)성도 차녀 (이나 Aveline) (우리아 순)
 득녀: 강성준2(이선혜)성도 차녀 (하린 Madison) (사랑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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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청년(한어대학부)

2:30pm

Salt & Light(영어 청장년부)

말씀채플

10:00am The Well

어린이 교회학교 Promiseland
영아부 Nurs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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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학년 G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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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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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

원로장로
증경장로
목양장로
시무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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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평 (201-562-0566 영어고등부)
정상준 (949-943-9328 4A공동체/친교)
조상우 (703-888-8301 2A공동체/커뮤니티)
최정호 (703-627-3298 1공동체/시니어/중보기도)
한정민 (323-313-8635 8공동체)
황요한 (410-608-2458 영어중등부)
강순미 (571-334-2262 2-3학년)
김유리 (703-674-9557 유아부)
김하영 (571-278-3310 영어고등부)
박사라 (917-626-2724 4-6학년)
박영주 (571-510-2330 시니어/심방)
배기정 (240-463-8965 청소년상담)
서정민 (703-638-4179 영어고등부 인턴)
서하나 (703-343-0170 K-1학년)
이은진 (703-967-3001 영아부)
김왕근 권오경 진금섭 백순 함준길 이호균 김병선 김영근 박동수 권영길 이명호
이광수 박현배 김흥배 김명호 김건호 이상문 한의생 홍성호 조병문 지득용 이기동 김영성 강정근 이도희 구평회
이범선 계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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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동아시아
케냐
동아시아
동아시아
세네갈

기도 제목
ㅣ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잃은 자녀 찾기를 통해 많은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유익상(문희경) 스페인 선교사 (세비야 신학교 사역): 세빌리아 게이트웨이 센터에서 쾌적한 훈련 장소 구입을 위하
여, 알메리아 전도와 영어 카페 선교가 은혜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문희경 사모의 건강과 (좌골 신경통과 당뇨), 미
국에 있는 한나와 희진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