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공부 
 

성경공부 날짜 및 내용 강사 

커피 

브레이크 

빌립보서 6 주, 9 월 중 

신청 및 문의: 김금희 전도사, 201-301-5029 
임인영 전도사 

신약 50 일 9/1(목)~10/20(목), 8:00pm~9:00pm, Zoom, 8 주간 황 주 목사 

새신자반 10/2(주일)-10/23(주일) 1:30pm~3:30pm, 4 주간 황 주 목사 

성숙자반 10/2(주일)-10/23(주일) 1:30pm~3:30pm, 4 주간 이용민 목사 

   

예배안내 
 

주일예배 

시간 예배 

1 부(7:45am) 한국어(본당)  대면예배 

2 부(9:30am) 한국어(본당)  대면예배,온라인예배 

3 부(11:30am) 

한국어(본당)  대면예배,온라인예배 

English (EC Chapel)  대면예배,온라인예배 

                                              (College and Up) 

어린이교회  

Toddler Town(2-3 세) Kinderland(4-5 세) UpStreet(1st -4th Grade) 

청소년교회  

Jumpstart(5th8th Grade), Highway(9th12th Grade) 

  

새벽기도 온라인 말씀 묵상(월-토) 

시간 새벽예배  

6:00am 화-금, 대면예배  

6:30am 토요일, 대면예배  

    

  지난 주 헌금: $21,194.26  

  십일조: $7,383.31 

  주일/창립기념/기타: $11,150.95 

  구제헌금: $1,440.00 

  선교헌금: $1,220.00 

    

 

담임목사: 황 주 

pastorjoo@gmail.com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Tel: 201.880.8761 

www.truelight.org 

2022 년 7 월 10 일 37-28 호 

 

 

 

 

 

 

 

 

 

 



주일예배 

  

1 부/3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헌금기도(Prayer)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 20 장 1-9 절 

설교(Message)   
       “도망가자:  

              삶에 지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황 주 목사 

복의 선포(Blessing) 

2 부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찬양(Praise) 
 

신앙고백(Confession) 
 

헌금송(Offering Song) 
  

대표기도(Prayer) 

        강은심 권사 

찬양(호산나 찬양대)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 20 장 1-9 절 

        심정임 권사 
설교(Message)   
       “도망가자:  

              삶에 지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 

         황 주 목사 

복의 선포(Blessing) 

유아세례/세례/입교 
       

11/20(주일) 유아세례/세례/입교신청 마감: 10/30(주일), 훈련: 11/6,13(주일)  

신청: 이용민 목사, 908-307-3308, yongmin.truelight@gmail.com  

교회소식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및 소식  

Starting Point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민 목사(908-

307-3308)에게 문의해주십시오. 

 

NEXT Starting Point 를 마친 새가족이 참가족이 되는 과정 

9 월 중 예정 

 

매일성경  7/8 월호 구입  안내데스크, $10 

 

YANA Coffee 

House Live 

Summer Talk Concert, 7/16(토) 6:00pm, EC Chapel 

Special Guest: Steve Morrison, Lily/Lisa/Soyoung, Jin 

 

선교바자회 7/17(주일), 각 예배 후, 문의: 심재일 장로, 201-755-6129 

 

PTA 모임 Jumpstart/Highway 8/14(주일) 1:00pm 

문의: 박천일 집사, 201-321-2824 

 

Empty My 

Storage 

물건 도네이션 다시 시작 

문의: 심재일 장로, 201-755-6129 

 

True Light 

After School  

Kindergarten7th Grade 

가을학기 (9/6-12/23/22) 3:00pm-6:30pm 

문의: 정경택 전도사, 201-953-3929 

 

북클럽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7/10,17(주일), 1:00pm, N-110 호 

신청 및 문의: 박찬영 장로, 551-206-2493 

단기선교  

단기선교 날짜 신청 

한국 보육원 7/25-8/6 신청 마감 

아리조나 비전트립 8/14-17 신청: 김종환 집사, 917-692-0756 

도미니카 공화국 2022 년 10 월 시작 

(6 개월-1 년) 

단기선교사  영어 교육 등 

문의: 김종환 집사, 917-692-0756 

도미니카 공화국 2022 겨울 예정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