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ouncements ︳
16th Anniversary Celebration
Welcome to our 16th Anniversary Worship. As we
worship today,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faithfulness during these 16 years and commit
our future to the Lord.

︳창립 16주년 축제 ︳

인도: 양춘호 목사

2018. 9. 30. 10

a.m.

Presider: Rev. David C. Yang

예배 초청

Call to Worship

Group Picture
We'll be taking a group picture after worship today.

Picnic
We will be having a church picnic afterwards at
Johnson Park, Grove #3 in Piscataway Twp.

Youth Core Leadership Meeting
The newly selected core leaders will be meeting
briefly with Pastor Brian after worship today.

EM Life Group Meetings
Undergraduate: Meeting Mondays @ 7 pm
Graduate and above: Meeting Thursdays 6:30 pm
@ Busch Student Center

찬양과 경배
기도

Praise & Worship

<P. Zamira Sadyikova / P. Brian Kim>

특송

<Children / 어린이>

Prayer

Special Praise

광고

Announcements

TACS(TEEN ACADEMIC COACHING SERVICES)
The new tutoring ministry starting up needs volunteers
who can teach one hour of Algebra or English to
high school freshmen. Training will be done online.
Tutors need to commit only one hour a week.

︳중보 기도 제목 ︳
교회를 위하여
∘ 2019 회계연도 비전(“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God‘s
Heart for the City“): 우리 주변 도시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 다민족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역 복음화와 전도를 위하여
∘ 모든 목장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소서.
∘ 마지막 때에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Brooklyn의 엘림 ANMC와 Queens ANMC 러시아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 박요셉/정숙 선교사 (쭈앙족, AFCM 선교회)
∘ 송요한/리다 선교사 (러시아권 선교, SEED 선교회)
∘ 김병선/은희 선교사 (인도네시아, GP 선교회)
∘ 김숭봉/영선 선교사 (필리핀, GP 선교회)
∘ 김요한/순희 선교사 (미전도 종족, SEED 선교회)
∘ 김현일/은정 선교사 (유대인 선교, SEED 선교회)
∘ 김희경/진경 선교사 (베트남, 나그네 공동체)
∘ 남창식/영현 선교사 (뉴멕시코, Last Runners 선교회)
∘ 로널드 따디사유 선교사 (렘박 종족, GP 선교회)
∘ 변홍근/성현 선교사 (과테말라)
∘ 에드가르/마리아 선교사 (과테말라, 깨치족 선교)
∘ 유경민/재한 선교사 (아이티, TIMA 선교회)
∘ 유익상/희경 선교사 (스페인, SEED 선교회)
∘ 이평강/은혜 선교사 (동아시아, SEED 선교회)
∘ 전형제 선교사 (동아시아, AFCM 선교회)
∘ 펠리즈 게아 선교사 (렘풍웨이카난 종족, GP 선교회)

봉헌 <Youth Praise Team / 중·고등부 찬양팀> Offertory
특송 <EM Praise Team / 영어권 찬양팀> Special Praise
성경 봉독

︳금요 예배 안내 ︳

∘ 말씀: 양춘호 목사
∘ 일시: 2018년 10월 5일, 오후 8:00

︳교회 소식 ︳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함께 예배드리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시현 교우: Monroe Twp.
창립 16주년을 맞아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주
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곧바로 기념 촬영이 있은 후에 Piscataway Twp.에 있는
Johnson Park, Grove #3에서 야유회를 갖습니다. 또한 오
늘 헌금시간에는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제 2차 Rutgers Outreach 전도 행사가 10/15(월)부터
10/20(토)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
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전도팀, 팀장: 이승훈 집사)
AWANA 가을 학기가 지난 금요일에 개학했습니다. 신청서
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Scripture Reading

Coffee Break 성경공부(요나서)가 10/17까지 매 수요일 오전
10:30에 205호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문의: 최종대 목사)

특송 <Elim ANMC / 엘림 올네이션스 교회> Special Praise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등록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 <Rev. David C. Yang / 양춘호 목사> Sermon

TEEN ACADEMIC COACHING SERVICES(TACS)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1-3명에게 1주일에 한 시간씩(월-목,
오후 3:30-5:30) 영·수를 가르치면서 멘토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Brian Kim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축도

Praise of Dedication

<Rev. Ricardo Figueroa>

Benediction

중보기도 안내: 다음 중보기도 체인이 내일(10/1)부터 3개
월간 진행됩니다.
중직자/목자 부부 연합 모임이 다음 주일(10/7) 오후 12:30
부터 1:15까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
제목: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God’s Heart for the City

본문: 요나 / Jonah 4:5-11

︳봉사 안내 ︳
대표
헌금
친교
안전
봉사

기도
위원
담당
관리
담당

10/7 조은수 집사 10/14 이관호 장로
1부 정기모, 정주현 2부 당석준, 당경순
9/30 원도수, 김호상 10/7 김남수, 이화순
9/30
쭈앙
10/7
크림따따르
9/30
크림따따르
10/7
필리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