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성경: 요한복음14:1-7
제목: 길과 진리와 생명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저는 3월22일에 1차, 4월13일에 2차 COVID-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Raymond James Stadium에서
진행된 접종 경험은 제게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들게 합니다.
지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 타주와 비교해 이곳 플로리다의 접종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접종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 많은 이들이 불안과 불편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은 다수가 백신접종을 마치신 듯 합니다. 팬데믹 상황
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접종 후 부활주일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또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의 불편함들을 좀 더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
어 마스크와 손씻기, 환기와 6피트 사회적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
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안전하게 온 성도가 예배할 그 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위해 잠시만 더 인내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박주영 드림

행사일정

4.04 (주일)

부활주일 (성찬식)

4.11 (주일)

Coffe Break 성경공부 시작

4.18 (주일)
4.24 (토요일)

4월 정기 당회 (오전7시 목양실)

4.25 (주일)

4.18(일)

4.19(월)

신
21-23

신
24-27

4.20 (화) 4.21(수)

4.22(목)

신
29-31

신
32-34

신
28

4.23(금) 4.24(토)
수
1-3

수
4-6

십일조 헌금 : $ 1,872.00
김동임 김세용 박주영 윤현희 이경노 이경희 이복자 이애경 이옥주
장영애 장종순 정연화 최기환 무명
감사 헌금 : $ 730.00
김용래 문현욱 이명숙 이복자 장영애 전인애 최기환

주일 헌금 : $ 800.00
김미경 김선중 김진희 김혜남 박주영 이선화 이승재 최민호 황기자
Anne Park 현주 Cooper 무명
계절 헌금 : $560.00
김용래 김완진

선교 헌금 : $ 50.00
이복자

청소년부 : $ 49.00

주일학교 : $ 5.00

건축 헌금: $

총헌금합계 :
$4,0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