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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 안내- 주중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서는 열왕기하를 강해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2. 2021 년 봄학기 커피 브레이크가 종강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인도자분들과 학습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자로 섬겨 주신 분들: 김유선, 김윤정, 

백미미, 박근애, 박철효, 박종구. / 봄학기 학습자 명단:  김다은, 김신영, 김영, 김민정, 

김승미, 미숙 Smith, 박진태, 박현진, 서명희, 서연자, 임재인, 이순애, 임선미, 영자 

브라운, 진형숙, 조지현, 장지니, 장순이, 손영권, 최원석, 최현아, 황성진, Alan Smith, Josh 

Miller, Brian Wagner, Ken Andrews.  

2021 년 가을 학기 커피 브레이크는 8 월 말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3. 혜택의 신학 세미나 안내(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 program)- 오는 

5 월 30 일(주일)에는 교단 연금국에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혜택의 

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HPHC 프로그램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재정적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히키는 것을 돕기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체의 세미나 비용은 교단 

연금국에서 후원합니다. 점심 식사 주문을 위해 미리 인원 파악을 해야 하므로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뒤편에 싸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30 일 주일 

오후 1:30-3:30 / 강사: 전 NCKPC 사무 총장 박성주 목사님   

4. 2021 년도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lementary: 박은성 (John Pak), 밀러 단비( Alyson Miller), 박승희 (Cayla Park), 최서희 ( 

Irene Choi), 윤지효 ( Samuel Yoon) 

Middle School : 한비 밀러 (Benjamin Miller), 정하담 (Hailey Jung), 황나리 (Kate Hwang) 

Highschool : 박기쁨 (Joy Pak), 박재오 (Natan Park), 임예은 (Grace Yim) 

University : 김원지(13 일), 조수지(14 일), Annie Wagner(15 일)  

혹시라도 명단이 빠진 학생들이 있다면 담임목사님에게 알려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큐티나눔방 모임 안내- 본 교회에서는 이번 여름 학기 동안만 큐티 나눔방 한 반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큐티를 지속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소그룹에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큐티 나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박근애 사모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6 월 첫주부터 

8 월까지 (3 개월간)  

6. 수요오전예배 안내- 오는 수요일부터 수요예배는 오전 10:30 분에 본당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 설교 음성 

녹화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5 월 구역모임 

• 4 구역: 16 일(일) 오후 1 시 (장동욱장로님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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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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장(통 186) 내 주의 보혈은>-------------- 다함께 

대표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정병옥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히브리서(Hebrews) 9:1-10 ------------ 다함께  

설교 Sermon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 박경근 목사 

히브리서강해(18) 

찬송Hymn -------------<새252장(통184) 나의 죄를 씻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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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근 정동진 정병옥 

지 휘  자: 김헌   

반 주  자: 김민정 김유선 박기쁨 박보용 

동시통역: 김다은 김원화 미숙 Smith 박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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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 시 30 분                    수요예배                   사회 박경근 목사 

 

찬      양 ----------------------------------------------------------------------------------  다    함   께 

대표기도 ----------------------------------------------------------------------------------  임혜숙  권사 

성경봉독 -------------------------------  열왕기하 6:14-17 ------------------------- 인    도   자 

설      교 ---------------------------- ”믿음으로 이룬 승리” ------------------------ 박경근 목사 

열왕기하 강해(6) 

축      도 ---------------------------------------------------------------------------------- 박경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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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오전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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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임병우선교사 

인도 박경근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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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 박경근 목사 

주기도문 --------------------- 다   함   께 

개인기도 --------------------- 다   함   께 

 

멕시코 ------------ 이동준선교사 

베트남 Come Mission-- 이상훈선교사 

북한 ------------- 사마리아미션 

시리아난민(레바논)---김영화선교사 

우간다------------박민수선교사 

중국 -------------- CNIM (신학교) 

학원선교 --------- 학원선교지원 

총회선교지원 –------ 미장로교총회 

KOMKED USA -------- 김백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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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내주 

주일예배기도 정병옥 장로 임승의 장로 

수요예배기도 임혜숙 권사 이순애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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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헌금 $  2,302.00 

십  일  조: 김신영 박춘자 윤지환/민경 임승의/수제 

               장지니 Alan Smith 

 감사 헌금: 김민정 김옥봉 김진오/순애 나재두 

                  박진태 박태서 손광주/영미 신경준/의정 

                  윤인숙 임선미 임수제 진혁희 홍원경 무명 

선교 헌금: 김신영 2 구역 

감   사 헌금 4,450.00 

주   정 헌금    760.03 

교   회 학교 3.00 

선   교 헌금 150.00 

무   명 헌금 20.00 

  합          계 $ 7,685.03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본당 유아/유치부 오전 11 시 유치부실 

수요예배 오전 10:30 본당 주일학교 오전 11 시 교육관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6 시 본당 
English Ministry 11 AM 소예배당 

금요 청년부   저녁 6:30 찬양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