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교회 소식
사회: 박태열목사

1.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

8 월 19 일(토) 1 박 2 일로 예정되었던 하기가족수련회가 취소되고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3.

한국학교 이사회 모임이 오늘 예배후에 있습니다.

4.

Atlantic City 보드웍 전도가 7 월 23 일(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1 시
30 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

새벽예배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벽예배: 5:30am (화-토), Acts29 중보기도: 6am (주일)

6.

제 64 회 6.25 전쟁 종결일 기념식이 7 월 27 일(목) 11am 에 있습니다.
기념식 후에 우리교회에서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음식은 한인회에서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7.

성찬식이 매달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성찬식은 8 월 6 일(주일)
입니다.

8.

담임목사님 취임식이 9 월 17 일(주일) 5pm 에 있습니다.

9.

사택수리가 지난 금요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Praise) ---------------------------------------------- 찬양팀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 이미경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 사회자
봉헌 (Offering) --------- 346 장 (새찬 211 장) 1,2,3 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 1 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 마태복음 5:4 --------------- 류금석집사
(Matthew 5:4)
성가대 찬양 (Anthem) --------------------------------------- 예함찬양대
설교 (Sermon) ------------------------------------------------ 박태열목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밀
세번째: 행복하니라 애통하는 자여
* 결단찬양 (Song of Dedication) -----91 장(새찬 91 장)---------- 다같이

10. 친교를 최영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 박태열목사
11. 제단헌화를 박민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헌금위원: 조동남권사, 최일옥권사
안내위원: 박영자권사, 박민자권사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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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봉사
7 월 기도/ 성경봉독

헌금위원

02 이우인 / 이선희

7 월 – 8 월/

09 서병일 / 박민자

조동남, 최일옥

16 이미경 / 류금석
23 최일옥 / 천욱용
30 천춘옥 / 조동숙
7 월 친교/헌화

안내위원

02 조동남 / 류채린

7 월 – 8 월/

09 박영자 / 최영숙

박영자, 박민자

16 최영숙 / 박민자
23 이선희 / 천춘옥
30 서낙선 / 연선희

* 지난주 헌금 내역
십 일 조

$973

주정(주일)

$235

감사헌금

$290

주일학교
기

타

총

계

$13
$700
$1,511
담임목사: 박태열 목사
Lead Pastor: Rev. Leo Park

* 예배 안내
주일 대예배 / 11 am

중보 기도사역/ 주일예배 30 분전

지휘자: 연석윤 집사

주일 학교

전교인중보기도/ 격월 넷째주 월요일 8 pm

반주자: 이원희 집사

/ 11 am

English Service / 1:15pm

속회

/ 매월 1 회

새벽 기도회 / 5:30am (화-토)

한국 학교

/ 금요일 6pm – 8pm

Acts29 중보기도 / 6am (주일)
수요 찬양예배 / 8 pm

주

소: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전

화: 609-965-1222 (교회)
609-383-1527 (사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