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Jul. 31. 2022

(통권 906호)

2022 우리의 표어

“따스한 교회 가족 (히 10:24~25)”

우리의 사역 비전

1.
2.
3.
4.

제자 사역 공동체
가정 사역 공동체
차세대 비전 사역 공동체
선교 사역 공동체

우리의 기도

-따스한 교회 가족 되게하소서
1.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2.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3. 더욱 힘써 모이는 교회

담임목사 정

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201.767.1004
www.churchofthelord.org

주일 아침 예배
(1부 8:30 am 2부 11:00 am)

사회 / 정 석진 목사

1부 예배
예배의 부름

시 67:3~4, 7

기원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10 장

찬양

2부 예배
찬양과 경배

두나미스 PB

축복의 통로 / 나무엇과도 주님을
예수 열방의 소망 /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

노 재인 장로

교회소식
성경봉독
찬양

에베소서 3:1~4
1부 주사랑 찬양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부 두나미스 PB
“Born Again”

정 석진

설교

목사

바울의 소원
(Paul’s Dream)

찬양과 봉헌
목양기도
찬양
축도
후주

1부: 452 장 2부: 저 높은 하늘 위로
정 석진 목사

주기도송

정 석진

목사

피아노

주중 예배 안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PM 8:00)

(AM 5:30)

<에베소서 성경여행>

<The Bible Discovery>

에베소서 3 장

정 석진 목사

“Mystery”

(이 주간의 기도찬양)

정 석진 목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다음 주간 대표기도
주일 : 사 봉진 장로

예배 시간 안내
1부 (경건) 예배

주일

오전 08:30 본당

2부 (은혜)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

오전 11:00

C.C

수요 예배

수요

오후 08:00 Online

새벽 기도회

월, 토

새벽 05:30 본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05:30 Online

E.M. Service

교회 학교 안내
영아,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교육관)

초

주일 오전 11:00 (교육관)

등

부

Youth Group 주일 오전 11:00 (C.C)
Youth & EM 금요 오후 07:30 (C.C)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오늘 저희 교회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영적 성장과 은혜의 삶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임)

중보기도 사역팀 :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알림)
1. (예배위) 오늘도 1부 예배는 성전에서 2부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예배합니다.예배 후 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2. (TFTeam) 9/15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한
공청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위) EM and Youth Ministry가 함께하는 Summer Retreat이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과 중보기도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어 오늘 아침
교회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우리 교회의 차세대
비전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여선교회) Ukraine을 돕기 위한 바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최송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과 타주로 여행길에 오른 성도님들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6. (봉사위) 주일예배에 오시기 위해 차량 지원이 필요한 분은 봉사
위원회(노재인장로, 오덕수집사, 김상철집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봉사위) 오늘의 1부와 2부예배 교제의 식탁은 한정희 권사님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8. 계속 되는 2022 성경일독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찬양

이 주간의 기도 찬양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
교 회

니카라구아(원로목사님 사역 지원)
뉴욕 나눔의 집 - 홈리스 쉘터 사역 지원
뉴욕 빛과 소금의 교회 - 다민족 선교 지원
기관별

권사회 - 니카라구아(원로목사님)
제 1 남선교회 - 멕시코 과달라하라 (정덕수 선교사)
제 1 여선교회 - 영월순복음교회(진광수목사)
제 2 남선교회 - Jamil Sadiq 선교사
(미국내 무슬림 대상 선교)
제 2 여선교회 - 영월순복음교회(진광수목사)
제 3 남선교회 - 영광교회, 맹인교회
제 3 여선교회 - 등대교회(도시 빈민 홈리스 목회)

미디어 사역 안내
방송사역
KRB 라디오, FM 87.7
뉴욕

매주 토요일 12:30 pm

한국

GMB TV, 에브리온 CH 153

매주 금요일 10am, 8pm
매주 토요일 11am, 9pm (한국 시간)

도서 출판 사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석진 목사 성경여행 #1)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정석진 목사 아가서 강해)
성경전서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석진 목사 100일간의 구속사적성경통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