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회(PCUSA)

 두나미스장로교회                                                         2019년 6월 23일      
 

    주일예배                                                 인 도: 박정호 목사
                                                                                                
                                                      ● 1부: 오전 8시 20분              ● 3부: 오전 11시 30분 
  
  환 영
  Welcoming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입례 찬송       ‘주 우리 하나님’(1부)                                                                        14장(통30장)  
  Hymn                기쁨으로 찬양    (3부)  

▲참회의 기도                  
  Confession of Sin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사도신경(새 번역)    
  The apostles' creed 
  
  찬 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통442장)  
    
  Hymn             
 기 도             1부: 표경진 집사                                                                                                         3부: 신정훈 장로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16장 21~25절                    다같이
  Scripture Reading                       

 찬 양                                ‘나의 주님’                 시온찬양대  
 Anthem       
        
 설 교        “하나님의 일 vs 사람의 일”                      박정호 목사
 Sermon         
  
 성찬식           “아무 흠도 없고”            229장(통285장)
 Holy Communion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통71장)  

   Offering Hymn          

    
▲봉헌 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축 도                                                                                                  인도자  
  Benediction         

  교회소식 나눔 & 교제     Announcements & Fellowship               

▲ 표한 곳은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 및 봉사위원          

   ● 출석 및 봉헌 통계        

 ● 신앙훈련     *            

● 예배 안내  

             

 ●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된다. 
둘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 영적인 대물림을 이룬다.  
셋째,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넷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  

     
  ◈ 보화찾기 성경퀴즈: 요한계시록(2) ◈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재림과 종말, 최후 심판과 영생에   
    대해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으로 로마의 혹독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소아시아의 일  
    곱 교회에 대한 권면과 함께 대환란 가운데 모든 악이 소멸되고 종국적으  
    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3장 1. 주님이 빌라델비아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장 2. 주님이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장 1. 사도 요한의 환상 중 네 생물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5장 1.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양 앞에 놓은 금대접은 무엇을 상징  

   하는가?  

       
   6장 1. 어린양이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에 올라 탄 사람은 무엇을  

   하였는가?    

   6장 2. 어린양이 다섯 째 인을 뗄 때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주님께 질  

   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7장 1. 누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였는가?

  

   8장 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지구의 땅과 나무가 어느 정도 소멸  

   되었는가?  

  

   8장 2.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무엇인가? 

   

                셀: 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   

              * 문제를 풀어서 안내석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셀리더훈련 금요일  오후 9:10~10:00

셀성경공부   첫째/셋째 주일  오후 1:30~2:30  

새가족 교육 주  일  오후 1:20~2:20

사 역 6월 23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1부 기도 표경진 임인근 최태강 안종희

3부 기도 신정훈 이명익 정관표 서형태

안 내
유영해
임미라

유영해
임미라

신순자
김주숙

신순자
김주숙

친 교 이재분
오정환 CM 유영해 이흥석

친교 담당 화평셀 CM 충성셀 인내셀

출석 인원 합 계 봉 헌

주

일

예

배

1부 28

139

십일조 $2,927

주정(주일) 헌금 $427

감사헌금 $500
3부 72 유치/유년 $4

중고등부 $6
EM 30

친교헌금 $200

  중고등부 3
기 타 $150

유치/유년부 6

  

 금요 집회 25
합 계 $4,214

한어권

주일예배    오전 8:20(1부), 오전 11:30(3부)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6:0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00

영어권
주일예배 주일 오전 9:45 (2부)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유치/유년부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8:00



◐ 교회 소식 ◑

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분은   
담임목사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찬식 
 오늘 1, 2, 3부 예배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성찬위원: 1, 2부-원상영 목사, 서형태 장로   
              3부-조기영/이명익/이재봉/허광영 장로

    2. 제직사역부장 모임   
 오늘 오후 친교 후에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사역부장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십시오.     

 
  3. 6월 셀예배 안내 

 * 화평셀: 오늘, 오후 3시 30분, 신정훈 장로 댁

 * 인내셀: 오늘, 오후 4시 30분, 권순규/권국미 권사 댁
 * 화평셀: 오늘, 오후 5시, 김형식 집사 댁 
 * 기쁨셀: 오늘, 오후 6시, 교회 
 * 온유셀: 6월 29일(토), 오후 7시, 조진욱/조선우 집사 댁  

  4. Guatemala 선교기금 모금 예고
 일시: 다음 주일(30일)에는 CM에서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점심식  
 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기도의 집 교회 방문 예고 

 다음 주일(30일) 오후에 ‘기도의 집’를 방문하여 나눔선교를 합니      

 다. 교우들의 동참을 바랍니다(담당: 충성셀)  

 6. 2019년 성경일독 캠페인  

 6월의 성경읽기 범위는 신명기입니다. 성경일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  

 랍니다.  

      7. 2019 후반기 셀성경공부 일정  
 7/8월: 휴강(방학), 9/10월: 첫째/셋째 주일, 11월: 첫째 주일(종강) 

  
 8. 교우 동정       

 * 환 우: 차명희 집사, 박미숙 사모     
 * 입 원: 김영숙 권사, 나일스 양로원 
 * 퇴 원: 이한숙 집사
 * 출 타: 차병주/차명희 집사, 정관표/정혜정 권사 

  

◐ 6월, 7월 사역일지 ◑                

◈ 고(故) 강형길 목사님을 추모하며 ... ◈                
               
                

                                     림학춘 목사(Laguna Hills UMC)                                                                                         

나 이제 떠나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종을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며
하늘의 종달새 되어 깨우고 또 깨우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눈길로만 대화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 그리고 친구들을 이곳에 남겨 두고 갑니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몇 걸음 먼저 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깝다 하지 말아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영원한 나라로 옮겨 갑니다.

저를 위해 많이들 염려하고 기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하게 온 스트로크가 말도 생각도 잊어버리게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당신들 곁을 떠납니다.

그 묵언의 기간은 제게 태어나기 전과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처음 만날 세상이기에 숨 쉬고 울고 버둥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새 세상을 맞이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준비를 

막 마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나라에서 한 아기라는 것을.

새벽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였기에 
그의 날개를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10개월은 아무 말이 없었기에 
하늘 끝닿은 하늘로 가는 줄 몰랐다. 

그는 불을 지르러 온 불처럼 활활 자신을 태우며 살았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열정과 비전의 두 날개는 쉬는 법이 없었다. 
약한 이에게는 부드러운 손길을 펼치나 

강한 이들에는 날카로운 눈길로 마주했다. 
길이 없는 곳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갔다. 
꿈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갔다. 
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다. 

이제 하늘을 날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의 마지막을 

내놓아 참길을 걸어가게 했다.

창립 2014년 8월 24일                                                                                  주후 2019년 6월 23일(제 6권 23호)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

                                                                                                              

             800 S. Beau Dr. Des Plaines, IL 60016
                 ☎ 목양실   (847) 437-1756
                 ☎  휴대전화 (847) 922-2582

2019년 두나미스공동체 표어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담임목사/Senior Pastor: 박정호 (Rev. Jeongho Park)   

       교육목사/Associate Pastor: 원상영 (Rev. Sang Y Won) 

        영어권 전도사/C.M Pastor: 다니엘정 (Daniel Chong)  

       교육전도사/Sunday School Pastor: 이한빛 (Hanbit Lee)    
       시무장로: 이명익·서형태·이재봉·허광영 

       지휘자: 조진욱 집사 

       찬양사역자: 표경진 집사  

       반주자: 조미혜·최진선·신수경 집사     

오

6월 23일(주)
성찬식 

제직사역부장 모임, 셀예배

6월 30일(주)
선교회 월례모임, 기도의집 
나눔사역, CM 선교 바자회

7월 7일(주) 제직훈련 주일, 정기 제직회

7월 28일(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윌례 모임, 셀예배

7월 29일(월)~8월1일(목) 중고등부 수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