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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2022. 5. 1.
1:00pm

사회/설교 이병은 목사
[예배 및 정기 집회]
1. 환영: 삼일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
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후 꼭
담임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
묵도(Silent Prayer)
기원(Invocation)
[시와 고백과 찬송으로 영광 돌림]
찬송(Hymn)

21장(통 21), 다 찬양하여라

성시 교독(Responsive Reading)

교독문 96, 어린이 주일

신앙 고백(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찬송(Hymn)

563장(통411), 예수 사랑하심을

대표 기도(Prayer)

최호권 집사

[말씀의 은혜를 받음]
성경 봉독(Scripture Reading)

“신명기 6:4-8”

찬양(Choir)

“열 처녀”

설교(Preaching)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예물 봉헌(Offering)

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4절)

[알림]
1. 헌금 안내: 매월 첫 주는 선교 헌금, 둘째 주는 구제 헌금을 드립
니다.
2. 방역 규칙: 새로이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중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아침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15에 온라인(카
톡 라이브)으로 아침 기도회를 드립니다.
2. 수요일 저녁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카톡 라이브)으
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 캘린더]
1. 어린이 주일: 5/1(일)
2. 어버이 주일: 5/8(일)
3.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5/10-13, 시카고.
4. 5월 정기 월례회: 5/18(수), 저녁 9시, 줌.
[공동체 소식]
1. 5월 생일자: 김영자 사모(5/1), 이영숙 권사(5/25).
2. 무릎 수술: 한재숙 권사(5/2).

헌금 기도(Prayer for Offering)
광고(Announcement)
헌신의 찬송(Hymn)

공동체 소식 (Community News)

314장(통511), 내 구주 예수를

[축복하며 파송]
축도(Benediction)

[기도 제목]
1. 삼일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2. 병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하여.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4. 후원하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안석렬, 조종화/조혜선, 선원 선교)
지난 주일(4/24) 헌금: $910.00

1.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2. Check payable to: Trin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소개 (Church Introduction)
정체성(Identity): 삼일 장로교회는 21세기 미 동부 필라델피아 지역에
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나누는 친교를 통하여 한 몸으로 세
워져 가며, 빛과 소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단(Denomination): 삼일 장로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필라델피아
노회
(Philadelphia Presbytery)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통합 44권 제18호
2022년 5월 1일

삼일장로교회

Trin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비전(Vision)
1.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확립해 나간다.
2. 모이는 공동체의 영광을 실현한다.
3. 세상을 향한 복음적 책임을 다한다.
사역 가치(Ministry Value)
1.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교회를 세워나간다.
2. 삶의 현장을 고려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3. 시대를 깨우는 의식 있는 성도들을 양성한다.
4. 정책 수립과 운영을 통한 투명성을 추구한다.
예배
주일
주중
수요

시간(Worship Time)
예배: 주일 오후 1:00
아침 기도회: 화-금, 오전 6:15-45 (온라인-카톡 라이브)
기도회: 수요일 저녁 8:00 (온라인-카톡 라이브)

섬기는 사람들(Ministry Staff)
원로 목사: 김수흥 목사
담임 목사: 이병은 목사
교육전도사: 남서영 전도사
반주자: 노성희 집사

봉사 위원
헌금 관리: 양선희 권사/ 이영숙 권사
친교 제공: 이병은 목사 가정(이번 주)/다음 주-어버이 주일
차량 봉사: 이경애 권사

담임: 이병은 목사
16 E. Park Avenue, Ambler, PA 19002
(610) 357-4700(Cell)/ byeongeunlee@gmail.com
www.trinitykp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