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4일  통권 418호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인도자: 김원재     

큐 티 나 눔 권명순 

교 회 소 식 인도자 

8 월 의 기 도 추기성 선교사를 위한 기도 

찬      양*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 68) 

주 내 아버지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회 중 기 도 김희석 

봉      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찬 214장 4절) 

말 씀 교 독 누가복음 4:14-30 

특 별 찬 양 내 목자는 사랑의 왕 - 샤마임찬양대 

말 씀 선 포 “예수께서 떠나가셨다” - 김원재 

찬 양 과 결 단*  진실하신 주 성령 (찬189) 

파 송 의  말 씀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

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8월의 공동기도는 “추기성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3.  BTS(Back to School) 토요새벽기도회가 7/30(토)부터8/27

(토)까지 있습니다. 새 학년을 앞두고 기도로 시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친교 시간 후에 친교실에서 ‘직분자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 

훈련은 오늘(8/14)부터 3주간 같은 시간에 합니다.  

5. ‘확신의삶’ 은 오늘 직분자 훈련에 참석하면 됩니다. ‘생명의삶’ 수

업은 주일 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말씀의삶’ 수업은 수요일 오

후 8시 30분에 Zoom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중고등부에서 하나님과 청소년을 사랑하는 교사를 초청합니다. 믿

음의 유산을 전하며,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김희원) 

7. 친교시간에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가  “월~토”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월~수”는 

Zoom으로만 하고, “목~금”은 현장과 Zoom을 병행합니다.  그

리고 토요새벽기도회는 현장에서만 합니다.  Zoom으로 참여하

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7/30(토)-8/27(토)   BTS(Back to School) 토요새벽기도회 

  8/14(주일)   직분자훈련, 정기당회 

  8/21(주일)   직분자훈련 

  8/28(주일)   직분자훈련, 중보기도회 

  9/4(주일)   성찬주일 

 8/14 8/21 

주일 말씀 눅 4:14-30 눅 4:31-37 

2부 예배 특별찬양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사슴이 시냇물을 

2부예배 기도인도 김희석 남후남 

2부예배 큐티나눔 권명순 김기창 

친교 기도인도 조병기 최옥경 

친교 헌신 

김인혜 

김정자 

박창완 류한나 

이선근 김근순 



월   -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김광성(네팔)  

 화   - 어려움 당한 이웃, 장애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김순종(T국) 

 수   - 미국,한국,북한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도록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박미경(태국)         

 목   - 뉴욕의 모든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뉴욕 한인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되도록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오구원(중국인선교) 

 금  - 삶공부와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조성우(러시아선교)  

 토   -  한울림교회 모든 주일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 복음의 센터로 사용 되도록 

  후원선교사를 위해서 - 추기성(멕시코)    

주일 -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모든 시간을 위해서 

 



KRB 

FM 87.7/FM 101.5  HD Radio FM 93.5-4       

토요알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토 9:00PM/월 11:00AM 

Youtube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1부예배(주일) 오전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주일) 오전  11시 목장모임 정한 시간 

아동부 오전  11시 생명의삶(주일) 오후 2:30 

중고등부 오전  11시 확신의 삶(주일) 오후 1:00 

ESC 예배 오전  11시  말씀의 삶(수) 오후 8:30 

한울림 한국학교 오전 9시(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