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WE 기회 설교시리즈  

Part 4: 우리가 용기내야 할 시간입니다. 
                          (It is our turn to be brave.) 

 

2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대표기도(Prayer) 

        이유나 (이우정/구자향 가정) 

특송(Song) 

        Three Tenors (나의 찬미)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에스더(Esther) 9 장 20-23 절 

        김영숙 장로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Tim Yi 목사  
 

찬양(Praise) 
 

복의 선포(Blessing) 

 

3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대표기도(Prayer) 

        손태염 장로 

특송(Song) 

        Three Tenors (나의 찬미)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에스더(Esther) 9 장 20-23 절 

        권인서 ,권시온(권오균/최나라 가정) 

        Ryan Chung (정유진/정윤숙 가정)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Tim Yi 목사  
 

찬양(Praise) 
 

복의 선포(Blessing) 

성경읽기표 
       

11/22(주일)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11/28(토) 

고린도전서 

8-10 

고린도전서 

11-13 

고린도전서 

14-16 

고린도후서 

1-3 

고린도후서 

4-8 

고린도후서 

9-11 

고린도후서 

12-갈 1 



찬양 1 
 

큰 길을 만드시는 주 (Waymaker)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찬양 2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Every Move I Make)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라 라라 라라라라 라 라라 라라라라(X2) 

Every move I make I make in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라 라라 라라라라 라 라라 라라라라(X2)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 라라 라라라라 라 라라 라라라라(X2)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 where I t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O my God This love how can it be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찬양 3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 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특송 – Three Tenors 

 

 

나의 찬미 

 

어찌하여야 주 은혜 감사하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말할 수 있으랴 

저 하늘 천군 천사라도 모두 표현 못하리라 

나 이제 참된 소망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새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나의 생명 모두 주를 위하여 살리라 

모든 찬송 주님께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새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그 피로 날 구하사 새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루신 그 사랑 찬양 

 

 



성경봉독 

에스더 9:20-23 (새번역) 

20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21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22   그 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 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개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23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Esther 9:20-23 (NIV) 

20 Mordecai recorded these events, and he sent letters to all the Jews 

throughout the provinces of King Xerxes, near and far,  

21 to have them celebrate annually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days of 

the month of Adar 

22 as the time when the Jews got relief from their enemies, and as the 

month when their sorrow was turned into joy and their mourning into a 

day of celebration. He wrote them to observe the days as days of feasting 

and joy and giving presents of food to one another and gifts to the poor. 

23 So the Jews agreed to continue the celebration they had begun, doing 

what Mordecai had writte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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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후 찬양 
 

The Blessing (아멘송) 

 

주 네게 복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네게 있길 천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주의 임재 앞서 가며 네 뒤에서 네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 하리 함께 하리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your coming and your going 

In your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세례 

 

2 부: 9:30am(온라인 예배)  

3 부: 11:30am (온라인예배) 

              어린이교회 11:00am 

온라인 새벽묵상 홈페이지 참고 

추수감사아침 특별묵상 11/26(목) 역대지상 16 장 

                                              11/27(금) 시편 118 편 

                                              11/28(토) 디모데전서 1 장 
온가족추수감사예배(Drive Thru)  

11/22(주일) 2 부: 9:30am, 3 부: 11:30am 

코로나 19 의 재확산으로 인해 11/15(주일)이후 교회의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모임 및 소식 

참신한 여행  참빛 신앙 한주 여정, 홈페이지 참조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jLwixb 클릭 후 추가 

권사 직분 신청  현 안수집사 대상, 11/22(주일)까지 접수 

                                신청서 수령: 안내데스크 또는 김현걸 장로에게 문의 

                                문의: 김현걸 장로, 201-315-8381 

Christmas Express  11/1(주일)~11/22(주일) 도네이션 또는 선물박스  

                                           문의: 양혜원 집사, 201-602-6311 

Together is Better Online, 참여대상: 참빛교인 누구나 

                                         노래, 연주, 댄스, 간증, 꽁트, 연극/뮤지컬 등                                                 

                                         개인별/가족별/소그룹 팀 별 영상으로 참여 가능  

                        문의: 조윤정 목사, 973-525-9019, chokoona@gmail.com 

EMC 4 Kids  EMC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문의: 김현걸 장로, 201-315-8381 

안태호 장학회 장학금 수여  

수여자: Joanna Song, Laura Lee, Sujin Choi, Yejin Park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 합니다. 

교우동정 

참빛 교인 Business Listing 

참빛 교인들의 Business Listing 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대상: 참빛교회 등록 교인  

    방법: 홍보하고자 하는 본인의 사업체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이메일(yongmin.truelight@gmail.com)로 보내기 

Empty My Cart Movement(www.emptymycart.org)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스태프 동정 

황주 목사  한국 방문 (Christmas Express, YANA 이사회 등) 

헌금안내 

1. 체크로 보내실 경우 (Checks payable to: True Light Church) 

주소: True Light Church,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2. 온라인 헌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 클릭  

(https://www.truelight.org/giving) 

3. 현금: 모아두었다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헌금 

4. 코로나 19 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온라인으로 헌금 

 

  지난 주 헌금: $8,873.61 

  주일: $2,351.34 

  십일조: $6,024.93 

  감사헌금 및 기타헌금: $307.34 

  코로나 19 구제헌금: $190.00 
 

 

 

 

 

 

 

 

 



 

헌금         화장실 

 

예배 안내 

1. 주차는 차량 크기에 따른 주차 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Lot S  세단, Lot B  SUV, Mini Van, etc.) 

2. 주차 후에는 라디오를 FM 98.9 에 맞춰주십시오. 

3. 헌금 바구니는 스테이지 양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따로 

헌금 시간이 있지 않으니 주차 후 예배 전, 또는 예배 후에 헌금통에 

넣어주십시오.  

4. 헌금을 하시거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