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이번 주로 시편과 함께 광야를 걷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오는 주일부터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강해합니다. 에스라 1 장을 미리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2. 목회자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워크샵- 담임목사님은 오늘 화요일 커피 브레이크 목회자 소그룹 

워크샵 두 번째 시간을 참여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담임목사님의 아침 묵상 영상과 수요예배 특강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구역장님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각 구역식구들에게 전달하셔서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필요한 광고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지난 주 사택 지붕 공사를 마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 지난 주간 당회에서 있었던 결정사항에 대해 광고 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19 로 인한 상황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침방울에 의한 감염 못지 않게 공기로 인한 감염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회는 주일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일 현장 예배 순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당분간 예배 시작과 함께 드리는 회중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 당분간 찬양대는 서지 않습니다.  

• 예배 중 단체 성경 봉독 및 찬송가는 눈으로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책, 찬송가를 반드시 지참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처럼 들어오실 때 사인업 용지에 싸인하는 일, 발열체크하기, 

손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표시된 좌석에 앉기, 6 피트 거리 두기, 등 안전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YouTube 라이브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총영사관주최 에세이 및 미술 공모전 안내- 금년에 한국전쟁 70 주년을 계기로 한인학생들에게 전쟁으로 부터 

소중한 목숨을 지키고 자유 수호의 소중한 교훈을 일깨우고, 주류사회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총영사관에서 네바다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미술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장 

김수철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주소:masterlionkim@gmail.com / 전화번호: 775-690-9550 

7. 수요예배- 오는 수요일(8 일)부터 신구약 성경 개관 시리즈 강의가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90 일 성경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8. EM 중고등부 온라인 여름 리트릿- 오는 7월 20 일부터 23일(시간: 저녁 7:00-9:00까지) 줌을 통해 EM 온라인 

리트릿을 합니다. 주제는 Life in fht pressure cooker! 이며 강사로는 Sierra Bible Church, Reno 를 섬기시는 

Cassidy Hastings 목사님입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리트릿에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9. 유초등부여름성경학교안내- 올 여름 여름성경학교는 온라인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0. 수요예배 

• 제목: 신구약성경개관 (3) “출애굽/광야시대”  

• 본문: 출애굽기 6:6-8 

11. 다음주(7/19) 기도: 정병옥 장로 

1978 년 6 월 2 일 창립     제 45 권 28 호 2020 년 7 월 19 일 

 

리노한인장로교회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전 10:45                   주일예배   인도: 박경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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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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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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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Hymn ----------<새 430 장(통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함께 

 대표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장동욱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시편(Psalms) 57:1-11 -------------- 다함께 

 설교 Sermon -----------"광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곳” ------------ 박경근 목사 

<시편과 함께 광야를 걷다 5> 

 찬송 Hymn -------------<새391장(통446) 오 놀라운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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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단계별 정상화를 위한 안내 
 
1. 주일 본당예배에 관한 안내  

1) 주일 본당예배 참석 인원은 40명으로 제한합니다.  

2) 본당 예배 참석 시 6피트 거리 두고 앉습니다. 미리 지정된 자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3) 본당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 전후로 허그, 악수 하지 않습니다. 인사는 눈인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헌금은 본당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직접 헌금해 주시거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 또는 교회로 직접 방문하셔서 

사무실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6) 본당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출석 용지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당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당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당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유트부 LIVE 영상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본당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기타 예배와 모임에 관한 안내  

1) 주중새벽기도회와 수요저녁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 유스 그룹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3) 주일학교(유치부/유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4) 구역 모임, 커피 브레이크 등 각 소그룹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5) 교회 건물을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교회 입구에 비치된 손세정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영유아들은 당분간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당분간 친교 식사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8)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 

난 

주 

헌 

금 

십   일   조 1,127.00 

십  일  조: 곽현영 이순애 장지니  

감사 헌금: 김헌 신경준/의정 이순애 임수제  

              장동욱 홍원경 

기타 헌금: 생명의 삶, 커피브레이크 교재       

감   사 헌금 620.00 

주   정 헌금 985.00 

 기   타 헌금 120.00 

 무  명 헌금 2.00 

  합       계 $ 2,854.00 

 

GUIDE FOR CHURCH GATHERING 
 

1. Information on Sunday worship service 

1) Sit 6 feet apart when attending the church worship. Please sit on pre-
specified place. However, families are welcome to sit together. 

2) Those who attend the worship service must wear a mask. 
3) Hugs and handshakes are not allowed before or after the service. Please say 

hello with your eyes. 
4) For those who want to make offering while attending the worship 

service, place it directly in the offering box before worship or continue to 
offer online. Alternatively, you can mail or visit the church and deliver it 
to the office. 

5)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worship service in the sanctuary, 
please write your name on the attendance record sheet at the 
entrance of the main hall. 

6) A fever check will be performed at the entrance of the main hall for 
those who attend the church worship. Please cooperate. 

7) During the church worship service, YouTube LIVE video recording of the 
worship service will be held at the same time. You can participate in real 
time online worship services at home. If you participate in the worship 
service, we ask that you do so quietly as possible, so as not to interfere 
with recording of the broadcast. 

 
 

2. Other information on worship and gathering 

1) Midweek morning prayer and evening services will be provided online for 
the time being. 

2) Youth group worship service will be through online for the time being. 
3) Sunday School (Kindergarten/Elementary) will not gather for time being 

because social distancing will be impossible. 
4) Small groups, coffee break and other group gathering will be held online for 

the time being. 
5) When entering or leaving the church building, be sure to disinfect your 

hands with hand sanitizer at the entrance of the church. 
6) Older seniors, those with underlying health issues, and young 

children are encouraged to worship online at home for the time 
being. 

7) There will be no food service at the church for the time being. 
8) If you have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cold symptoms, we ask you 

to worship online at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