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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 설교시리즈  

Part 2: 점심 – 남은 음식 먹기와 성찬 
                         (Lunch – Eating Leftovers and Eucharist)   

1 부/3 부 예배순서 
* 1 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공동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6 장 47-59 절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축복기도(Blessing) 

 

* 새번역 성경과 21C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2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참회의 기도(Confession of Sin) 

 

사죄의 확신(Assuarance of Pardon) 

 

찬양(Praise) 
 

신앙고백(Confession) 
 

헌금송(Offering Song) 
        

공동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6 장 47-59 절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축복기도(Blessing) 

 

* 새번역 성경과 21C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성경읽기표 
       

6/21(주일)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6/27(토) 

시편 

86-88 

시편 

89-91 

시편 

92-94 

시편 

95-97 

시편 

98-102 

시편 

103-105 

시편 

106-108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세례  
주일예배 

1 부: 8:00am 

2 부: 9:30am (온라인 예배) 

3 부: 11:30am (온라인예배) 

          어린이교회 11:00am, 청소년교회 11:30am 

새벽묵상  매일성경, 교회 홈페이지(www.truelight.org)에서 동참 

6/28(주일) 예배 신청  교회 홈페이지(www.truelight.org)에서 신청  

    문의: 이용민 목사, 908-307-3308 

모임 및 소식  

당회  6/25(목) 8:00pm(온라인) 

Care Sunday  6/28(주일) 2:00pm, 각 케어 별 모임 

중보기도  교회 홈페이지 참조, 매일 1:00pm, 9:00pm 에 기도 

“오늘이라는 예배” 책 구매 - $15  

(교회 픽업, 화~금 9am~3pm, 토 9am~12pm) 

말씀훈련학교  “오늘이라는 예배”  

    6/18~7/9 목요일, 오전반: 10:00~11:00am, 오후반: 2:00pm~3:00pm 

    수강신청: 조윤정 전도사, 973-525-9019  

온라인 Starting Point - 첫째 주~셋째 주 1:30~2:00pm 

방역팀 모집  6/28(주일) 이후 예배 전/후 방역 활동 

    예비모임: 6/27(토) 10:00am YANA Coffee House 앞 

    문의: 박찬영 장로, 551-206-2493 

Shine 2020  One Day Drive-Thru 

    7/11(토) 9:00am-5:00pm, 참가비: $10(per Child), 선착순 40 대 

    Online Registration: drivethrushine.eventbrite.com 

참빛유아원 "온라인 여름캠프" - 기간: 7/6~7/31(4 주간), 여름캠프비: $400  

    문의 및 신청: 조윤정 전도사, truelightedu@gmail.com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우동정  

출산  이정빈/문새롬, 태민(Dion),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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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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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1.38 

  주일: $3,667.80 

  십일조: $9,018.39 

  감사 및 선교헌금: $915.95 

  도미니카 구제헌금: $80.00 

  코로나 19 구제헌금: $35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