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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헌금통계

항목 헌금자 명단

십일조 안광선 이근창 이상달 이수영 조인숙

감사헌금 크리스탈권

합계 $1,461

헌금봉투에 번호, 성명, 금액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본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온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

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 점심식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안광선, 윤주권 장로님, 이갑조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 미국과 전세계에 확대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

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되심을 알게 되길, 환자와 의료진들을 보호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사순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며 교회와 이웃 그리

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새벽 기도회: 3/30(월) - 4/11(토) 부활절까지 2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

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예배: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노스필드장로교회는 당분간 모

든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주중 성경공부와 새벽기도회를 인터넷 라이브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가정에서 PC나 핸드폰을 통해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성경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

튜브에서 노스필드장로교회 채널을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두시면 편리합니다. 

2020년 구역개편: 구역이 개편됩니다. 1구역:백미숙(정석교) 2/최정자(김종갑) 3/김영애(신호순) 4/

김순재(김현수) 5/이미리(사상순) 6/김재은(이수영) 7/최정원(이상달) 8/최혜경(이근창) 9/서혜영(안

광선) 10/임정민(이조화) 11/조지현(홍도희) 차후 원하시는 구역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구역개편

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창구가 개설되어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홈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헌금’을 클릭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홈페이지

(www.npcwheeling.com)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온라인 헌금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 Pay to order / NPC  주소: 380 W Palatine Rd, Wheeling IL 60090   

*캐쉬로 헌금하실 경우 - 개인 헌금봉투를 이용하셔서 교회 정문 우측에 있는 메일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찬양: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기간동안에 특별찬양을 원하시는 개인 또는 가정은 이용함 집사님

(312-888-51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 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니,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손세정제(Hand Sanitizer): 교회에서 손세정제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세정제를 담을 작은 용기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소식: 지난 25, 26일 이틀간 고 심경남 권사님의 장례예배및 발인예배를 가족장으로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1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

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23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

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15:21-28)

     
 L.O.C.K.D.O.W.N. 자가격리 시간은:

Listen to God’s voice and reflect. Let go and let God. 주님의 음성에 
귀를 귀울이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

Obey His word and His teachings.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시간.
Call on Jesus’ name and be calm.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강을 되찾는 시
간.

Know that God has a purpose for all of this. 이 모든 것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알고 기억하는 시간. 

Dwell in His presence. Do not panic.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 두려
워하지 마십시오!

Offer a prayer for everyone’s safety. 모두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Wait on the Lord and be patient. This too shall pass. 잠잠히 주님을 기
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Nurture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인도 : 강선우 목사

주일 예배순서

봉사 위원

주일 교회청소
친교
봉사

친교담당 주일 교회청소 친교봉사 친교담당

03/29 당회,교역자 - 김순재 이윤희 변성희 04/12 중고등부 - 부활절

04/05 모세회 - 이수영 사상순 김영실 04/19 여호수아 - 정석교(개인친교)

예배와 모임 목자시평

금주의 묵상

섬기시는 분들

예배위원회 이상달 예배사역부 염호성(부장) 이윤정 정주찬 예배준비부 서형석(부장) 김희영 백미숙 이혜숙 서혜영 조주희 허연희 

음악사역부 사재연(부장) 이용함 박샘 중보기도부 이윤희(부장) 도미타사유리

선교위원회 이수영 국내선교부 김태국(부장) 김순재 김옥순 문태준 오은양 정석교 최정자 국외선교부 김종갑(부장) 홍도희 최현철

교육위원회 이상달 장년교육부 최정환(부장) 이수영 2세교육부 권중훈(부장) 도서부 김동균(부장)

행정위원회 이수영 재정부 손성호(부장) 권화경 이정일 장유정 홍경숙 행정부 공석(부장) 김순재 정주찬 김은정

친교위원회 이수영 식사준비부 홍도희(부장) 김미란 김성란 윤은숙 구역관리부 권화경(부장) 김미란 김영애 김옥순 백미숙 서혜영 

최정자 최혜경 홍경숙 경조친교부 공석(부장) 손성호 김미란 새가족부 김희영(부장) 김순재 김옥순 최혜경 허연희 

재단관리위원회 이상달 건물관리부 김인한(부장) 정석교 차량관리부 이광준(부장) 최종한 환경미화부 변성희(부장) 권화경 

도미타사유리 박애라 이상달 이수영 이미리

예배 위원

주일 찬양인도 봉헌위원 안내위원

03/29 강선우 김봉진 서형석 허연희 이수영

04/05 강선우 김봉진 김희영 최혜경 이혜숙

04/12 강선우 김종갑 김희영 최혜경 이혜숙

04/19 강선우 김종갑 김희영 최혜경 이혜숙

*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역자

강선우 목사 담임목사 763.291.6444 sw91191@gmail.com

이조화 강도사 선교, 교육 및 행정 224.639.0121 leejohwa@hotmail.com

한성호 전도사 중고등부 312.792.5461 hsh13093@naver.com

박혜숙 전도사 유초등부 773.724.0927 bringrace7@gmail.com

최하은 전도사 영유아부 312.792.6050 gracechoi323@gmail.com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한국어)1부 주일 오전 8:30 주일예배 (한국어)2부 주일 오전 11:30 주일예배3부 (찬양예배) 주일 오후 4시

영유아,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 EM예배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금요기도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 화 - 토 오전 6:00 중고등부 Discipleship 금요일 저녁 7:30

중보기도모임 주일 오전 10:40 구역모임 구역별

NPC 아카데미

001 예배자 학교 TBA 002 예배 인도자 학교 TBA 101 새가족 교육 주일 1:30 pm

102 신앙의 기초 교육 2020/1-3 201 제자 학교 2020/4-6 301 리더 학교 2020/9-11

401 사도 학교 2021/1-3 201 제자학교 2020/4-6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직교육 TBA 구역장교육 첫째주 토  7:00 am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반 TBA

1:1 양육자반 TBA QT나눔방 주일 10:00 am 평신도 사역자반 TBA

성경공부

마태복음 수요일   9:00am 컨퍼런스룸 (Rm 124) 강선우 목사 진행중(온라인)

마가복음 목요일   7:00pm 컨퍼런스룸 (Rm 124) 이조화 강도사 진행중(온라인)

엄마들의 독서기도모임 금요일   1:30 pm 성경공부방 (Rm 113) 최혜경 권사 진행중(온라인)

사역조직표 

친교를 위한 기도 인도자

금주주중예배  

수요예배 왕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 삼상 12:1-25 강선우 목사

금요기도예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강선우 목사

토요새벽예배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시33 강선우 목사

다음세대예배 (주일)

영유아부 예배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눅19:1-10 최하은 전도사

유초등부 예배 My best friend Jesus, 요11:25-27 박혜숙 전도사

EM & 중고등 예배 회개란 무엇인가?, 대하7:11-14 한성호 전도사

주일 3부 (찬양예배) - -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마태복음 15:21-28

기도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

봉헌 

말씀 강선우 목사

교회소식

찬송*

축도*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다함께

이조화 강도사

직분자

시무장로 이수영 이상달 협동장로 이근창 시무안수집사 권중훈 손성호 피택안수집사 최정환 시무권사 김희영 변성희 사재연 안효순 

윤은숙 이혜숙 홍경숙 권화경 최혜경 피택시무권사 김영애 이미리 허연희 황연희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무엇 하는 사람이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매일 

생각해봅니다.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러다가 갑

자기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심방하는 것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

해야 할지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위로를 받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차마 어떤 위로도 감히 건넬 수 없

는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싫고, 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어 꺼낸 말 

한마디는 “기도하겠습니다” 였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꺼낸 말 한마디! “

기도하겠습니다”였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더랍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이 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었니? 아니 내게 기도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니? 

너의 몇 마디 말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이 네게는 그렇게 작은 일이었니?”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였

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활절까지 특별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3.30(월) - 4.11(토)까지 2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우리 함께 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기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오늘 하루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읽기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은 시편 7-9장입니다. 

관찰 질문 

1.시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노래하나요?(7:2,6-13, 9,12,16)

2.시인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고 고

백하고 있나요? (8:1a & 9, 8:1b & 3,4)                                                                                  

3.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9장)

한줄묵상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