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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창립 1975. 2. 9                                                                                    새교회이전 1993. 7. 4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 기도부탁 ☜ 

1.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위에 크신 은총 더해 주소서 

2.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개척교회, 기관을 위해서 

3. 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4. 미국과 한국, 이북 

5.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 

6. 신종 코로나(COVID-19)로 인해 고통 받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7. Esther Choi 전도사(자마이카 단기 선교) 

주일 예배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 
EM 예배 
장애인 예배 
증,고등부 
유,초등부 
유아부 

오전 9시(현) 
오전 11시(현,온) 
오전 11시(현,온) 
오전 10시(온) 
오전 11시(온) 
오전 10시(온) 
오전 10시(온) 

새벽기도회(월-토) 

수요(찬양) 예배 

새 가족 모임(주) 

KM 청년모임(주) 

금요성경대학 

오전 6시(현,온) 

오후 8시30분(현,온) 

 

 

오후 8시 30분(온) 

기타 예배 및 교육 시간 

동산 홈페이지 : www.nydongsan.com / www.nydongsan.net / www.nydongsan.org 

동산 한국학교 홈페이지 : www.dsks.org  /  dsks@nydongsan.com 

교회 E-mail : church@nydongsan.com  /  church.nydongsan@gmail.com  

 

- 예배 온라인 방송 안내 - 

 

1) 장년 예배(주일 1부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2) 교육부 예배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3) 언어 문제나 다른 이유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힘든, 어린 자녀들

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 분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헌금은 현재 Zelle (Quick Pay)로 헌금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dongsan.finance@gmail.com (전화번호 방식이 아님) 

5) 체크를 보내실 분들은 교회 P.O. Box로 체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

니다. 

 

           Pay to the order of DKRC 

           P.O. Box 317.  

           Yonkers, NY 10710 

▣ 지난주 헌금 : $ 17,713.00 

십

일

조 

Daniel D Kim & Irene Cho Kim, Helen Lee, Jessica,James Lee, Paul Seo, YEOMIJI 고의숙  

고종구 구창희 권영옥 권은영 권지현 김동석 김말기 김면성 김미경 김미정 김선희 김성기 

김수현 김순덕 김정동 김종순 김태종 김한수 김홍근 문병덕 민규식 박윤모 배옥련 백완현 

백훈윤 서석열 서영제 서옥희 송기택 신경순 신광수 신수지 신천재 안만영 안미자 오선웅  

용영예 원응렬 유명숙 윤승옥 이광진 이명근 이명숙A 이미애 이상조 이승엽 이윤수 이은미  

이은수 이이순 이인화 이재진 이창근 이창수 이현정 이화정 이희경 이희수 임석주 임재광 

장순금 전란희 전혜경 전혜병 정대웅 정미교 정유진 조미경 조연수 조영찬 조형래 채성호  

최선호 최영석 한옥순 함정윤 허동국 홍수완 황은숙 

                                                                                       합계 : $ 12,118.00 

주

일 

/ 

감 

사 

Daniel D Kim & Irene Cho Kim, Danny Lee, James H Lee, Kwaku Adeigbola, Nolan Lee, 

Peter Kim, Rebecca Choe 고의숙 구창희 권영옥 권지현 권평주 김성기 김수현 김순덕 김정자 

김지호 김진섭 김행진 김형노 김홍근 남대진 노미정 박영 박화영 배옥련 서석열 서옥희 서현숙 

성영희 송기택 신문희 신수지 신숙현 신천재 안만영 안미자 양현모 오선웅 유명숙 윤경희 

이가람 이동화 이명근 이문범 윤혜나 용호 용준 이미애B 이상조 이선화 이세희 이수연 이승엽 

이은미 이이순 이인화 이종대 이준순 이창근 이창수 이화정 이희수 이희열 임덕남 임석주 

전혜경 정대웅 정미숙 정승호 정윤택 정은영 정재란 조용현 조하영 주성훈 채성호 최남종 

최선옥 최성아 최성필 최영석 최영순 최종대 최진아 한부임 한주희 함정윤 홍수완 홍애란  

황영아 황용희 / 이승엽 권지현(이사) 

무명: $ 120.00                                                                합계 : $ 2,873.00 

일

반 

구제: 무명 / 강단헌화: $ 100.00 / 무숙자: $ 60.00 / 한국학교: $ 80.00 

1일 1불 선교헌금 및 선교: $ 1,212.00 (3, 16구역 루디아회) 

부활절: $ 50.00(이정용 이계선) / 추수감사절: $ 100.00(이정용 이계선) 

성탄절: $ 100.00(이정용 이계선 신문희)  

신년감사: $ 350.00(이홍근 이천옥 유순이 이재흥 이명숙 신문희) 

용도지정: $ 300.00(무명 사랑의 교실-수영.태영) 

                                                                                       합계 : $ 2,722.00 



이번 주 성경암송 구절 

 

♣ 환영 : 복된 주일을 맞아 현장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과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임명 : 서리 집사 최성아 

               주차 관리부 부장 정기호 집사 / 도서부 부장 곽은희 집사 

 

 2. 2021년 감사 : 권영옥 권사, 최정렬 집사, 민영숙 장로 

 

 3. 장애인 사랑의 교실 Zoom 예배 도우미 모집 

       * 매 주일 오전 10시에 사랑의 교실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 문의 : 이문범 목사, 교회 사무실 

       ▶ Zoom 주소는 교회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4. 한국학교 봄학기 한글반이 개강되었습니다.(성인반도 함께 모집합니다) 

       * 기간 : 2021년 1월 9일(토) ~ 6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총 21주 

       * 과목: 초,중 고급반(매주 토요일 Zoom으로 수업을 합니다)  

       * 문의 & 신청 : 교감 김혜선 권사 (914) 874-3819 

 

 5.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기도 시간을 매일 저녁   

10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6. 교회 온라인 헌금(Zelle) 안내: 

      * 온라인  Zelle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 dongsan.finance@gmail.com 

 

 ♥ 생일 축하 합니다. (1/24~1/30) 

     김성훈 김현정A  박려정 양수현 조하영 변복섭 김학덕 성필 이가연  

     Arya Kim 김순자 김현정B 김민제 이예림 Jua Kim 이인숙 현종근  

     황의집 정일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 고린도전서 4장 1~2절- 

 46- 04                                                                 2021년 1월 24일 

▶ 설      교 : 이풍삼 목사 
▶ 본      문 : 사도행전 16장 6~10절 
▶ 제      목 :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5) - 바울 
▶ 1부 기도 : 정대웅 장로           ▶ 2부 기도 : 이창수 장로  

다음 주일 예배 설교 안내 (1월 31일) 

1월 중 교회 사역 일정 

 

1월    2일(토)~9일(토) : 2021년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1월    3일(주) : 신년감사주일(성찬식) / 제직회 

1월    9일(토) : 한국학교 봄학기 한글반 개강 (1/9 ~ 6/12)      

1월  10일(주) : 제직회 

1월  17일(주) : 공동의회 (예*결산) / 당회 

1월  31일(주) : 교역자 기도회 

                      상반기 학습.세례.입교 교육 신청 

찬        양(Praise)  다   같   이 

기        도(Prayer)              황은숙 권사            

성        경(Scripture) 빌립보서 2장 12절 인   도   자            

 설        교(Sermon)          영적 홀로서기 최종대 목사 

 
 

 1월 27일  저녁 8시 30분 
                                                                       

주     일  수     요 

요일 강단헌화 요일 기도 

1/24 남대진 정미현 1/27 황은숙 

1/31 이오진 이희춘 2/3 정찬임 

2/7 이풍삼 박미혜 2/10 김순덕 

2/14 최승혁 최보은 2/17 김미정 

★ 강단헌화 가정은 헌금봉투에 용도를 지정하여 내주시기 바랍니다 ★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4) - Peter 

 (*표는 일어서서)  *찬양의 시간 (예배 15분전) 

예배의부름(Call to Worship)  다   같   이 

기         원(Invocation)  인   도   자 

찬         송(Doxology)            29장(새29)  다   같   이 

교   독   문( )           4번: 시편 8편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Hymn)       194장(새260)     다   같   이 

기         도(Prayer)  1부 이오진 집사

   2부 정대웅 장로 

성         경(Scripture)         사도행전 10장 9~16절  인   도   자 

 

설         교(Sermon)      이풍삼 목사 

 

교 회 소 식(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Hymn)     260장(새496) 다   같   이 

축         도(Benediction)  이풍삼 목사 

* 

* 

* 

* 

* 

  예배인도 : 이풍삼 목사  

    특송  1부: 송기택 집사 / 2부: 이상조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