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고 삶의 피로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정상적인 교회 활동(예배, 모임)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안내를 참조해서 정해지는 대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온라인구역장모임-오는 토요일(2 일) 오전 8 시에 ZOOM 앱으로 온라인 구역장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3. 커피브레이크 인도자모임-오는 주일 오후 2:00 시에 ZOOM 앱으로 커브 인도자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4. 감사: 오늘 예배를 위해 연주를 해 주신 박보민(UVA-Wise Piano Professor)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5.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목사님에게 전화/카톡을 미리 

주시고 화요일 오전 10-2 시 사이에 교회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6.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담임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중아침설교& 수요예배 설교를 유트부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투브로 

들어 가셔서 "박경근목사"를 치시시고 subscribe(구독)하시면 언제든지 설교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 생명의 삶 5 월분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9. 교회건물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하기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에서는 3 일을, 유리에서는 

4 일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정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각종 

스위치 등을 만지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개인 간 거리를 각자 6 피트씩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10. 수요예배 

• 본문: 사무엘하 15:1-37 

• 제목: 압살롬의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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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한인장로교회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전 10:45                   주일예배   인도: 박경근 목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주마음찬양팀 

*입례송 Introit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함께 

 찬송Hymn --------------<새 85장(통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함께 

 대표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장상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로마서(Romans) 14:13-23 ---------- 다함께 

 찬양 Choral Anthem ---------------------------------------------------- 박보민  

 설교 Sermon ----------"양심의 자유와 형제사랑 사이의 균형” --------- 박경근 목사 

 <로마서 강해 (48)> 

 찬송Hymn --------------<새 478 장(통 78) 참 아름다워라>--------------- 다함께 

*봉헌송 Offering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함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도자 

 광고 Announcement ---------------------------------------------------------- 인도자 

*폐회 찬송 Closing Hymn --------------------<마라나타>--------------------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 박경근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담임 박경근 목사 
 Email: doulos2040@gmail.com  Tel. 775) 224-2404 

      시무 장로: 김헌 박종구   

      원로 장로: 김원식 문영옥 임승의   

      은퇴 장로: 신경준 신영근 장상근  

                  정동진 정병옥 

     지 휘  자: 김헌   

     반 주  자: 김명례 김유선  

     동시통역: 김다은 미숙 Smith 

                   박철효 백미미   

148 Richards Way, Sparks, NV 89431 Tel. 775) 358-4544                    
renokoreanchurch.org 



 
 

 
 
 
 
 

 

•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드려진 헌금은 메일로 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함께 헌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십시오.  
                       

 
• 이 기간 동안 교회 건물(예배당) 방문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고 싶은 분이나 교회 건물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담임목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단, 오가실 때 손 씻는 일, 개인 

위생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는 어떻게 받아 보나요?  
주일 주보 역시 주일 오전까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nokoreanchurch.org) 

• 온라인 수요예배 및 아침 묵상 나눔 영상은 어떻게 드립니까?  
주중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시작 시간에 맞춰 

(수요일저녁 7:00 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 대신 아침 묵상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본문은 학개서와 신명기입니다.  

• 구역모임이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일대일 양육 모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각 그룹에서 온라인 앱 (ZOOM, 카카오톡 채팅앱, MICROSOFT TEAM 앱) 등을 이용하여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긴급한 환우에 대한 심방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담임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 가족 모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둘째, 예배 중 스마트폰이나 전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세째, 예배 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네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 함께 기도하며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난 

주 

헌 

금 

십   일   조 1,122.00 

십일조: 김신영 박보용 이순애  

           Alan/Misuk Smith 

감사 헌금: 김수철/민정 박경근 이수정 

              임수제 임예은/희재 임희로 

선교 헌금: 김신영 

부활절헌금: 이효찬/수정 최현아 

 

감   사 헌금 435.00 

주   정 헌금 1,160.00 

선   교 헌금 50.00 

부활절  헌금 200.00 

  합          계 2,967.00  

     

                     ** 온라인 헌금 안내** 

첫째, 온라인 앱을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A. Venmo 를 사용하실 경우: 

1) app store 에 들어가셔서 venmo 를 입력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입(Sign up) 하십시오.  

3) Search People 메뉴에 교회 Venmo ID인  RKPC-Church-1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Rkpc 

Church 가 아니라 Rkpc-church-1입니다) 

4) Memo 에 성함, 헌금 번호, 헌금종류(십일조, 주정, 감사, 선교, 구제 등)을 적어 주십시오.  

      B. Zelle 을 사용하실 경우 (Bank of America 앱에서는 Zelle 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앱 스토어에서 zelle 을 다운 받고 가입하십시오.  

2) search email 메뉴에 rkpcchurch@gmail.com 을 넣으시면 교회 계좌가 나옵니다.  

3) memo 에 성함, 헌금 번호, 헌금 내용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4) 수수료는 없습니다.  

둘째, 교회 주소로 우편발송하여 헌금을 보내시거나 혹은 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목양실이나 헌금함에 체크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소: 148 Richards  way, Sparks, NV 89431 /  

         Pay to Order: RKPC, 혹은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혹시 온라인 헌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부장이신 박종구  

        장로님이나 담임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자녀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EM 의 경우는 매주일 오전 10 시에 니콜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영상(약 20 분정도)을 보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드려 주십시오 반드시 학부모님들도 함께 자녀들과 앉아서  니콜 목사님의 메세지를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오전 10:45 분이 되면  예배 영상을 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예배전까지 카톡으로 미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부모님과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담임목사님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설교원고와 예배 순서지를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주위에 자녀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 4 월말까지도 상황이 진정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리 모두가 4월 말까지 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만약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당회에서 교인 전체 카톡방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