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0 월 24 일 36-43 호  

 

 

 

 

 

 

 

 

 

 

 

 



주일예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1 부/3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헌금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1 장 10 절 

설교(Message)   
        채종욱 선교사 

복의 선포(Blessing) 

 
 

 

2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송영(Doxology) 

 

참회의 기도(Confession of Sin) 

 

사죄의 확신(Assuarance of Pardon) 

 

찬양(Praise) 
 

신앙고백(Confession) 
 

헌금송(Offering Song) 
             

대표기도(Prayer) 

        김자연 집사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1 장 10 절 

설교(Message)   
        채종욱 선교사 

복의 선포(Blessing) 

성경읽기표 
       

10/24(주일) 10/25(월) 10/26(화) 10/27(수) 10/28(목) 10/29(금) 10/30(토) 

누가복음 

2-4 

누가복음 

5-7 

누가복음 

8-10 

누가복음 

11-13 

누가복음 

14-16 

누가복음 

17-21 

누가복음 

22-24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안내 

 

     1 부: 08:00am(대면예배-본당)  

     2 부: 09:30am(대면예배-본당/온라인 예배)  

     3 부: 11:30am(대면예배-본당/온라인예배) 

     어린이교회 11:30am(대면예배/온라인예배) 

     청소년교회  

              Jumpstart (5th-8th Grade) 11:30am(대면예배) 

              Highway (9th-12th Grade) 2:00pm(대면예배) 

모임 및 소식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출입구 옆 안내데스크의 새가족 안내부에 

문의해주십시오.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채종욱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엘사 모임  하나님을 사랑하는 40 대 여성 모임, 오늘 1:00pm 

     장소: N-104 호 늘푸른모임실, 문의: 최리나 집사, 201-835-8368 

늘푸른모임 세미나(박동희 선교사)  오늘, 11:00am, N-104 호 늘푸른모임실 
    주제: 공동체 안의 시니어 역할, 선교지 상황, 문의: 김은경 전도사, 201-705-7955 

과학과 신학 10/29-11/19 매주 금요일 8:00pm, Zoom 

      신청: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서 “2021 가을학기 말씀훈련” 클릭 

Funtastic 31  10/30(토) 1:00pm-4:00pm, 참빛교회 주차장 

     Volunteer 문의: Tim Yi 목사, 908-285-7363, 홈페이지 참조 

북콘서트  주제: 견고함을 말하다 (강경원, 신순규) 

     10/31(주일) 1:30pm, EC Chapel, 문의: 심재일 장로, 201-755-6129 

참빛 매거진 글 모집  팬데믹 기간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Due 10/31) 

     문의: 김금희 전도사, 201-301-5029 

주일 중보기도 모임 매주 주일 N-110 호, 함께 중보기도 하고 싶은 분 환영 

     문의: 나윤희 집사, 201-693-6950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 합니다. 

모임 및 소식 
2 부 예배 방송실 Volunteer 모집  문의: 김성진 목사, 201-927-9789 

늘푸른모임 라이드 Volunteer 모집  문의: 진현덕 집사, 917-653-8180 

참빛 골프대회  11/6(토) 12:00pm, 문의: 현광진 집사, 201-301-5021 

배드민턴 모임매주 월요일 7:30pm, Gym 

     문의: 현광준 장로, 201-233-9217 

피클볼 모임매주 화요일 10:00am, 8:00pm, Gym, 예약 필수 

     문의: 정애란 권사, 201-446-3361 

탁구 모임매주 목요일 8:00pm, Gym 

     문의: 전창주 집사, 917-716-2683 

하이킹하사모(하이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매주 토요일 

     신청 및 문의: 정경택 전도사, 201-953-3929 

스태프 동정 

출타  황주 목사, 10/18(월)-24(주일),  
    NCKPC 컨퍼런스, 안맹호 선교사 지역탐방, 트리아밸리 장로교회 세미나/예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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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온라인 또는 지정헌금 

 

  지난 주 헌금: $11,001.25  

  십일조: $5,126.76 

  주일/감사/기타: $4,355.49 

  선교: $1,230.00 

  코로나 19 구제헌금(EMC): $28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