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예배   2019년  7월 14일•제 25권 28호 

오전 9 시 30 분               인도자:  정진호 목사   

• 예배 선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13:1-2) 

• 묵상 기도 

• 찬송:       29 장  “성도여 다 함께” 

• 신앙 고백:  사도신경 

중보 기도:  김승섭 집사 

헌금 기도:  백재희 집사 

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5:1-15 

찬양:         “항상 진실케, 주님의 시간에” 

                                                                 찬양대                            

            

말씀 선포:  “복음의 자유” 

                                                           정진호 목사 

 

찬양과 경배: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팀 

 

• 축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광고                           

폐회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주일 예배 

• 한국어: 오전 9 시 30 분 (학생부: RNC, 그 외: RCC)  

학생부: (Youth Group Room, 6th-12th Grades) 

초등부: (Elementary Room, 1st-5th Grades)  

유치부: (Preschool Room, 4-5 살) 

유아부: (Toddler Room, 2-4 살) 

영아부: (Nursery Room, 0-2 살)  

• 영어: 오전 9 시 30 분 (RNC), 오전 11 시 45 분 (RCC) 

   Harvest (Community Outreach): 오후 4 시 (RNC)    

 

주일 성경 공부 

• 새 가족 등록 성경공부    (오전 11 시 45 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장소: RCC                                    (월-금요일, 오전 6 시) 

   – 전화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알리는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기도 및 기도사역 훈련 
장소: RNC                                       (화요일, 오전 10 시) 

• 교회와 교인을 위한 중보 기도회 
장소: RCC 2 층 기도실                        (수요일, 오전 9 시) 

•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 
장소: RCC 2 층 유아부 교실             (주일, 오전 8 시 30 분) 

 

금요기도회 : 찬양과 기도 

장소: RCC                                  (금요일, 오후 7 시 30 분) 

 

한글 학교                                        (토요일, 오전 9 시) 

   장소: RCC    

– 한글 학교 문의는 정해나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school2232@gmail.com 

 

게시판 

•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1,616.00   십일조: 11,370.00 

감사헌금: 100.00   선교헌금: 100.00 

장애인 선교: 300.00   하베스트: 100.00 

어린이 교회: 200.00   KRB: 500.00 

과테말라 단기 선교: 100.00 

 

 

 
 

 

 

 

 

 

 오늘 저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2 층에서 간단하게 교회에 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1 시 45 분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7 월 27 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본당에서 

뉴욕 성시화 전도운동이 열립니다. 말씀과 예배 그리고 훈련 

후에 전도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8 월 동안 구역 모임, 소그룹, 그리고 금요 예배가 

여름방학에 들어 갑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가족과 성도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벽기도에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46-876-9923 이고 Meeting id 는 207 726 

0491#  이며 Participant id 는 # 입니다. 

 매 주일 9 시 25 분에 준비 기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까지 교회에 오셔서 모든 교인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가 음성(podcast)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anchor.fm/remnantchurch 입니다.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youtube 에서 live streaming 됩니다. 

주소는 youtube.com/remnantmedia 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 주 중보 기도 제목, 2019 년도 봉사 

일정표, 그리고 2019 년도 성경 읽기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합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서) 

교회 사역 / 행사 일정 

7 월 11-20 일 

7 월 14 일 

7 월 12-22 일 

7 월 27 일 

OTR 선교 

월례회 

과테말라 선교 

뉴욕 성시화 전도운동 
 

 

 

 

 

 

 

 

 



 

 

 

 

 대만 타이페이의 Thrive 교회가 David Son 목사님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외국인들과 

대만인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평안이 교회와 성도의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지난 주에 Guatemala 에 도착한 Julia 자매와 16 일에 

떠나는 Faith 와 Irine 자매가 성령 충만하여 1 년 동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교지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전은미 선교사, 일본 동경 

2. 에머슨 전도사, 중국 상해  

3. 케이트 자매, 중국 청두 

4. 정 목사 부부, 중국 북경 

5. David Son 목사 가족, 대만 타이페이 

6. 호치민 AMI 리더들, 베트남 

7. 자네디 목사 가족,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8. 폴 루 목사 가족, 싱가포르 

9. AMI Center, 과테말라 꼬반 

 
 

금주의 말씀 묵상 
 

일(7/14): 미가 1-7 

월(7/15): 열왕기하 16-17; 역대하 28 

화(7/16): 이사야 13-17 

수(7/17): 이사야 18-22 

목(7/18): 이사야 23-27 

금(7/19): 열왕기하 18:1-8; 역대하 29-31; 시편 48 

토(7/20): 호세아 1-7 

 
 

예배와 봉사 담당 

 이번 주 (7/14) 다음 주 (7/21) 

중보 기도 김승섭 집사 김빅터 집사 

헌금 기도 백재희 집사 서정희 집사 

친교 다과 곽지훈, 안수현 

박경자 

조스티븐, 강지니 

친교 기도 남용우 장로 임공세 장로 

다과 분배 

및 정리 

Upper 맨하탄 

(성환승) 

맨하탄 소그룹 

(최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