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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성찬식) 

행복탱크 설교시리즈  

Part 1: 마른 빵의 행복 
                                (Happiness in A Piece of Bread) 

 

1 부/3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헌금특송(Offering Song)(3 부) 

       황단열/양경원 

헌금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잠언 17:1, 1:1-7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성찬식(Communion) 
 

복의 선포(Blessing) 
 

 

2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참회의 기도(Confession of Sin) 

 

사죄의 확신(Assuarance of Pardon) 

 

찬양(Praise) 
 

신앙고백(Confession) 
 

헌금특송(Offering Song) 

       황단열/양경원 

공동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잠언 17:1, 1:1-7 

설교(Message)   
        황 주 목사  

성찬식(Communion) 
 

복의 선포(Blessing) 

성경읽기표 
       

5/2(주일) 5/3(월) 5/4(화) 5/5(수) 5/6(목) 5/7(금) 5/8(토) 

역대하 

33-35 

역대하 

36-스 2 

에스라 

3-5 

에스라 

6-8 

에스라 

9-느 1 

느헤미야 

2-6 

느헤미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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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m/온라인예배) 

              어린이교회 11:30am(대면예배/온라인예배) 

                                   * K-2nd Grade 10 명, 3rd-5th Grade 10 명, 선착순 

              청소년교회 11:30am(대면예배/온라인 예배) 

금요찬양예배  5/7(금) 8:00pm, 본당 

모임 및 소식 

오픈 정기 당회  오늘, 2:00pm, N-104 호(늘푸른모임) 

                                참여 문의: 김현걸 장로, 201-315-8381 

5 월 뉴스레터  홈페이지 참조 

매일성경 QT(5-6 월호) 구매 $7, 교회에서 픽업 

찬양인도자 모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이끌어 나가실 분 

                                   문의: 이용민 목사, 908-307-3308 

참빛 선교 후원 알러지($50), 비타민 주사($20) 

4/25(주일), 5/2(주일)10:30am~11:00am, 12:30pm~1:00pm 

교회 정문 Drive-Thru, 문의: 김앤 집사, 201-961-2808 

참빛 세미나 5/14(금) 8:00pm, 본당/온라인, 강사: 신순규 집사 

주제: “주식, 채권, 그리고 하늘의 보물: 참빛교인들이 투자하는 이유와 방법” 

참다 보니 빛이 나는 사람들 5/21(금) 8:00pm, 온라인  

                                                     간증: 한애라 집사 

SMT Korea5/15(토) 신청 마감, 교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 이용민 목사, 908-307-3308 

My Messy Family  Family Event, 5/23(주일) 2-4pm, 참가비 $20 

신청: https://forms.gle/gcnNpn3oKGM6pHk26 

문의: Tim Yi 목사, 908-285-7363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 합니다. 

모임 및 소식 

Shine 20216/24(목)-26(토)9:00am-12:00pm(3 years5th Grad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shinevbs2021.eventbrite.com, $35 

문의: Tim Yi 목사, 908-285-7363 

Read or Run Summer Camp  6/28(월)-8/6(금) 6 주간(홈페이지 참조) 

취소 시 전액 환불, 문의: Jennifer Piascik, 201-336-2239 

YANA Coffee House Volunteer 모집 

2 부/3 부 예배 후 자원 봉사자, 문의: 노윤주 집사, 201-745-4547 

Empty My Cart Movement(http://www.emptymycart.org/)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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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동정 

등록  

김광철/홍화, 김효안, Guttenberg, 4/25 

김온유, Little Ferry, 4/25 

윤서정, Little Ferry,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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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3.43 

  주일/감사/부활절: $3,099.73 

  십일조: $5,323.70 

  선교: $740.00 

  코로나 19 구제헌금(EMC): $3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