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 년 한 해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이 주는 소망 가운데 2021 년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송구영신예배- 오는 목요일 저녁 11 시에 각 가정에서 유투브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간 수요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3. 오는 새해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강해합니다. (주제- 예수를 

바라보자!) 매주 마다 미리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에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강해하며 1 월 중 아침묵상에서는 "요한일이삼서"와 "마태복음"을 강해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독서 모임 안내- 1 월 10 일 주일과 24 일 주일(오후 2 시)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으로 독서모임을 합니다.  

5. 새해 맞이 40 일 신약 통독- 2021 년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 일 동안 신약 성경을 1 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은 1 월 1 일(금) 부터 

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통독표가 교회 본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워드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담임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 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임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7. 리노한인회 이웃 돕기 행사- 리노 한인회에서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월마트 gift card $100 씩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메디 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분, 2)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시거나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혹시 주변에 한인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담임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주(1/3) 기도: 박종구 장로 

9. 수요예배 : 이번 주간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10. 1월 ZOOM 모임 
 

• 1 구역:     2 일(토) 오후 3 시  

• 6 구역:   22 일(금) 저녁 8 시 

 

• 구역장:    14 일(목) 오후 4 시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11PM> 

     찬          양 ------------------------------------------------------------- 주마음 찬양팀 

     예배의 부름 ------------------------------------------------------------- 박 경 근  목사 

     찬          송 ---------------<찬 310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다     함     께 

     대 표  기 도 ------------------------------------------------------------- 박 경 근  목사 

     성 경  봉 독 --------------------- 로마서 8:26-30 ---------------------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으로 인하여!!!” ------------------ 박 경 근  목사 

     찬          송 ------------------------------------------------------------- 다     함     께 

     광          고 ------------------------------------------------------------- 인     도     자 

     축          도 ------------------------------------------------------------- 박 경 근  목사 

 

1978 년 6 월 2 일 창립     제 45 권 52 호 2020 년 12 월 27 일 

 

리노한인장로교회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전 10:45                 송년주일예배   인도: 박경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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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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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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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Hymn ----------------<새 384 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함께 

 대표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김헌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사도행전(Acts) 27:13-26------------ 다함께 

설교 Sermon --------"말씀만 있으면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 -------- 박경근 목사 

찬송Hymn ----------------<새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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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동시통역: 김다은 김원화 미숙 Smith 

                   박철효 백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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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한인 장로교회 COVID-19 대처 

현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인원을 제외한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교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코로나 주의 사항을 유념하시고 교회에 

출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오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교회 출입시 교회 현관에 비치된 출입명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름과 체온 

b. 방문일자와 입장/퇴장 시간 

c. 방문했던 장소 

2.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 주십시오. 

1. 감염 일주일 전부터 자신과 접촉했던 분들께 속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 교회 출입을 하신 적이 있다면, 당회원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출입 명부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교우들 모두 슬기롭고 안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가 저희를 지나쳐 가기를 기원하며 상황이 개선되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회 올림 

지 

난 

주 

헌 

금 

십   일   조 2,390.00 십  일  조 :  김숙희 문영옥 박경숙 박보용 임재인 

                 장지니 Alan Smith               

감사 헌금 :  박경숙 우병희 임수제 장윤희 차정자 

선교 헌금 :  박경숙, 1 구역 

성탄 헌금 : 김명례 김민정 김순희 김윤정 문영옥 박경숙  

               박종구 서명희 손태연 신경준/의정 신영근/옥자 

               윤지환/민경 임승의 장동욱 장윤희 장지니                             

               정호진 진혁희 진형숙 최현옥 

추수감사헌금: 박경숙 장윤희 

부활절헌금: 박경숙 

감   사 헌금 695.00 

주   정 헌금 680.00 

선   교 헌금 335.00 

 성   탄 헌금 3,020.00 

 추수감사헌금       130.00 

 부활절 헌금 40.00 

 합         계 $ 7,290.00 

 

 
 

As you know, the RKP Church currently does not have face-to-face worship 

due to COVID-19, instead only online worship is offered. Until face-to-face 

worship resumes, whoever enters the church facilities must follow the 

common COVID-19 precautions. Please refrain yourselves from visiting 

church if possible. However, if and when you are visiting the Church, please 

do the following: 

1. When entering and exiting the Church, please record: 

a. Your Name and body temperature 

b. Date and Entrance/Exit time 

c. Places you visited 

2. Please clean your hands with a furnished hand sanitizer. 

3. Please wear a proper mask all through the time during your stay 

at the Church. 

Unfortunately, if you ar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please do the 

following: 

1. Please notify those who have been in contact with you in the 

past one week prior to the known infection. 

2. If you have ever entered the Church, please notify the Session. 

This is to check the access list and take appropriate action. 

We hope that all our church members will be able to deal with this difficult 

time wisely and safely. We pray that this crisis will pass us by soon and pray 

that the situation will improve so that we can resume our face-to-face 

worship. Thank you in advance and God Bles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