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예배   2020년  9월 13일•제 26권 37호 

오전 9 시 30 분                     사회: 정태훈 목사 

 • 찬양과 경배: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팀 

 • 예배 선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1-3) 

• 묵상 기도 

• 찬송:       39 장  “주 은혜를 받으려” 

• 신앙 고백:  사도신경 

대표 기도:  박래백 집사 

 

성경 봉독:  사도행전 2:42-47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Jubilate Deo)” 

                                                                 찬양대                            

            

말씀 선포:  “절대로 필요한 공동체” 

                                                           정진호 목사 

• 찬양:                                                 찬양팀 

• 헌금 기도 

• 축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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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회 

• 새벽 기도회    
장소: RCC 본당 (전화 참여 가능)        (월-금요일, 오전 6 시) 
 

• 교회와 교인을 위한 중보 기도회 
장소: RCC 2 층 기도실                        (수요일,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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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 
 

한글 학교                                         (토요일, 오전 9 시) 

   장소: RCC    

– 한글 학교 문의는 정해나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school223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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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 헌금: 1,518.36 감사 헌금: 200.00 구제 헌금: 50.00   

십일조: 5,562.86 IMD 장애인선교: 500.00  

Guatemala 어린이교회: 200.00  

Guatemala Intern - Julia: 400.00 
 

 

 

 

 

 

 

 

 현장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안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양대 수양회 모임이 오늘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RCC 

옥상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부분의 모임을 저녁 8 시로 

통일 하였습니다. 새벽기도회(월-금 6 am), 자율기도회(월, 

수 8-9pm), 중보기도회(수 10 am), 성경공부(여호수아: 화 

8:00 pm, 로마서: 목 8:00pm, 에베소서: 일 1:30pm), 

금요기도회(8:00 pm)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Zoom 

(Meeting ID: 207 726 0491)으로 참여할 수 있고 

YouTube 로 시청이 가능한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교회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웹페이지에 

링크(easytithe.com/trck)가 있습니다. 등록하여 정기적인 

헌금을 설정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아도 헌금이 가능합니다. 

 새벽기도에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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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1#  이며 Participant id 는 # 입니다.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youtube 에서 live streaming 됩니다. 

주소는 https://youtube.com/remnantmedia 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기도 제목, 2020 년도 봉사 일정표, 

그리고 2020 년도 성경 읽기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합시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서) 

금주의 말씀 묵상 
 

월(09/14): 디모데전서 1 

화(09/15): 디모데전서 2 

수(09/16): 디모데전서 3 

목(09/17): 디모데전서 4 

금(09/18): 디모데전서 5 

 

예배와 봉사 담당 

 이번 주 (09/13) 다음 주 (09/20) 

대표 기도 박래백 집사 홍양명 집사 

친교 다과 김혜순 

김정숙 

강지니, 조스티븐 

이디모데, 이지혜 

친교 기도 이영준 장로 성환승 장로 

 



 

 

 Indonesia – Jonedy Umboh 선교사 가정과 고아원: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 학생들의 온라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도록 /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마을에 소독약 뿌려주기 등)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종 차별과 이념의 갈등, 정치적 

갈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 미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 11 월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깨어나 기도에 힘쓰도록 /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자세와 열정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승리하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모임과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우심과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목장 모임 

 

무화과 (자매), 한소연, 월요일 오후 7:30, zoom id: 

9177103517, davidandsoyeon@gmail.com  

산돌 가족 (부부), 최정환, 화요일 오후 7:30, zoom id: 

2045013704, eyedee52@gmail.com, 917-565-1157 

NJ (부부), 박혜미, 수요일 오후 8:00, zoom id (pw): 

3732019364 (remnantnj), ham7811@gmail.com  

고담 (청년), 권주열, 수요일 오후 8:00, zoom id: 

94188889137, josh.kwon@gmail.com  

꿀 (청년), 김선영, 수요일 오후 8:00, masarupa@gmail.com 

미정 (부부), 곽지훈, 수요일 오후 8:30, zoom id: 

95448766995 (363839), se1536@gmail.com  

은혜 (자매), 이현영/강지니, 목요일 오전 10:00, zoom id (pw): 

7507473267 (12341234), servantlee@gmail.com  

맨 (형제), 김학섭, 목요일 오후 8:00, zoom id (pw): 

7507473267 (12341234), jkimtiger@gmail.com 

사랑의 열매 (자매), 강은희, 금요일 오후 7:30, zoom id: 

8238282023, nyganggadin@gmail.com  

에스더 (자매), 문호선, 금요일 오후 8:00, zoom id (pw): 

72422674888 (5Mw6wb), hosunmoon@gmail.com  

포도나무 (자매), 김경화, 토요일 오전 10:00, zoom id: 

86293803320, yeyemom@gmail.com, 917-557-8840 

킹즈 (장년), 홍선희, 토요일 오후 1:30, shong111@gmail.com 

시온 (자매), 박경자, 토요일 오후 8:00, zoom id (pw): 

4797648111 (9VUCPX), pakkyongcha@gmail.com  

미정 (형제), 어현선, 토요일 오후 8:00, zoom id: 2973267306, 

duh2147@gmail.com  

미정 (부부), 성환승, zoom id (pw): 3776210568 (394157), 

asung124@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