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권 제 20권 15호     /   2014년 4월 13일                We Welcome You This Lord’s Day          

                        www.nfcus.com | nfcus@hotmail.com 

NFC의 사명: “2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 (예배, 교육, 섬김, 교제, 선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 

Tel: 909-397-5737 / 담임목사: 박혜성  

 



금요예배 / Friday’s Service 

Worship 

  기  도 (Prayer) 신현백 장로 

  말  씀 (Message) 성금요일 예배 | 성만찬 

 

주일 예배 / Lord’s Day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3부: 오전 11:30  본    당 Youth Group 금: 오후8:00 

주: 오전11:40  교육관 

금요예배 저녁 8:00 본    당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주: 오전11:30 
주: 오전11:30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화-금: 5:30 / 토: 6시 본    당 한국학교 주: 오후1:30 교육관 

영어예배 2부: 오전 9:30  본    당 청년부 주: 오후1:30 교육관 

구  분 1부 예배 3부 예배 금요예배 

헌  금 전영춘 김기수, 윢승준 김덕성 

안  내 피영자,성영애 백기철,김옥자 피영자,성영애 

주  차 남선교회 김경수 남선교회 

구  분 1부 예배 3부 예배 금요예배 

헌  금 싞성복 백기철, 송기태 싞현백 

안  내 피영자, 성영애 성익제, 김옥자 피영자,성영애 

주  차 남선교회 김경수 남선교회 

May/ 5월 / April/ 4월 / 

예 /배 /안 /내   및   예/ 배/ 봉/ 사/ 위 /원 

         Worship 

주 일 예 배 
Sunday Service 1부(오전8:00) 3부(오전11:30) 

예배를 여는 찬양
(Opening Praise)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3:17)  

예배를 여는 기도
(Prayer) 박혜성 목사 김덕성 장로 

찬양과 경배 (Hymn) 새 29장 (구 29장) 그리심찬양팀 

사도싞경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Together 

송 영/봉 헌 (Offering)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X2) 살아계신 하나님 

성가대 찬양(Anthem) 임마누엘 성가대 시온성가대 

선교영상 및 중보기도 
(Missional prayer) 미얀마 인기성 선교사 (후원: 지혜의 목장) 

   말    씀 (Message) 믿음으로 깨닫고 호산나 찬송하라   
요핚복음 12장 12-16절 | 박혜성 목사 

  찬     양 (Hymn) 새 80장 (구 101장) 새 80장 (구 101장) 

축  도 (Benediction) 박혜성 목사 이요한 목사 



Fellowship News 

● 고난주간 특새 안내  
금주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새가 한주간 있습니다. 주
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특새를 통하여 경험하시길 바랍니
다. 목장교회별 안내, 특송, 예배담당자는 첨부된 별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근자와 학생들을 위해서 성
금요일을 제외한  특새요일에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화요일-금요일: 새벽 5시 20분 / 토요일: 새벽 6시 
 

● 성금요일 예배 및 성찬식 안내 
금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EM과 교육부도 6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
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고, 성찬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금요일 금식 안내 
금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루는 가급적 전교인 금식
기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
다. 또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및 인터넷 
금식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 부활절 예배 안내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헌금은 나누어 드린 봉투를 
사용하셔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활절 침례식 안내 
다음주 부활주일에는 오후에 2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이수하신 분들과 학생들은 1시 30분까지 새
가족실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참석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활절 칸타타 및 성가대 연습 안내 
이번 부활절 3부 예배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인 국악
칸타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오
후 3시30분부터 연습 및 리허설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립20주년 홈커밍데이 안내 
5월 18일 오후 5시는 본교회 창립20주년 홈커밍데이
가 있습니다. 휄로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혹
은 목장별 빈방석을 함께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 목장별로 초청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다음주(20일)
목자모임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4월 금요 치유와 회복의 예배 안내 
4월 25일(금) 저녁 8시에는 치유와 회복의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주위분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받으시고, 
찬양팀 리허설은 24일(목)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 SF4기(목자훈련) 훈련과정 안내 
금주 화요일(7시)은 목자훈련 세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 목장교회 수평적 휄로쉽 모임 안내 
금주 주간은 목장교회 친교모임의 주간입니다. 목장교
회별로 자유롭게 행복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
랍니다. 성가대 소속된 목장은 가급적 1시30분부터 3
시30분까지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 주일 오후 프로그램 안내 
4월 27일(주)부터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녀들
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 주일학교 Field Trip 안내 
주일학교에서는 5월 2일(금) 저녁 6시부터 Covina에 
있는 Sky zone에서 Field trip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
은 신청서에 사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시 공동의회 공고 안내 
당회에서는 27일(주) 오후 1시30분에 임시공동의회소
집을 공고합니다. (안건:김덕성장로 시무장로 재신임) 

  

● 예배후 모임 안내 
-권사회 모임: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성가대연습 / 칸타타리허설: 3시 30분-6시 
 

● 교역자 동정: 한화영목사(한국집회 인도후 귀국) 

1) L A: 10Fwy E. ⇒ Towne Ave. Exit, Right 

2) O.C: 57Fwy N.⇒60Fwy E.⇒Garey Exit, Left⇒Monterey Right 

3) San Bernardino: 210(or 10)Fwy W.⇒ Towne Exit, Left 

4) Riverside  

60Fwy W.⇒ Reservoir Exit, Right⇒ Mission Blvd. Left 

⇒ Towne Ave. Right⇒ Monterey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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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 위치 및 찾아오시는 길  



2014년 4월 13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박혜성 드림 

“보혈의 강물에 푹 잠기십시요” 

우 리가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는 실
제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읷즈, 

북아읷랜드 등 네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국민들을 보면 잉글랜드는 게르만 
이주민 곧 앵글로 색슨 계통의 주민들이 
대부붂이고 나머지 지역의 국민은 켈트계
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공식 
국호는 ‘대영 제국 (Great Britain)’입니
다.  
  옛날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편입되기 전
의 읷입니다. 부르스라는 애국자가 있었습
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가 에드워드 황제의 굮대에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산악지대에서 
그는 죽을둥 살둥 도망을 했지만 점점 포
위망은 좁혀왔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있는
데 멀지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제의 굮대가 부르스
가 키우던 애견을 풀어 주읶의 냄새를 맡
게 하고 부르스를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
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기고 기어서 산등성
이를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걸음도 
더 갈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런데 산
등성이 너머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르스는 뒹굴다

시피 뛰어 내려가 강물에 몸을 담근 후 옆
의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뒤따라 내
려 온 개들이 강가에 도달해서는 주읶의 
냄새가 없어져 버렸으므로 허공을 향해 맥
없이 짖어댈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부르스
의 애견을 앞세운 황제의 굮대처럼 우리의 
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
읶이야, 똑같은 죄를 번번히 지으면서 뻔
뻔하게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
지?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
어?”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참소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싞 보혈의 강물에 몸을 던져 잠그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
도 용서 받기 때문에 따라오던 마귀가 더 
이상 추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휄로쉽 가족 여러붂! 이번 고
난주갂에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에 우리 모두 깊이 잠겨봅시다. 그래서 고
통가운데 계싞 주님이 약속하싞 참된 평강
을 함께 누리는 2014년 수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들  (Team Ministers) 
담         임 박혜성 목사 행정,미디어,웹사이트 박병열 목사 영성 및 청년 싞용준 목사 

성가대,찬양 청빙중 심  방 현정자 전도사 새가족 이라이자전도사 

EM/교육총괄 Rev. Paul Pak 유치/유년부 Candice Brown JDS Youth Freddie Brown 

유   아   부 피영자 권사 시 무 장 로 성익제, 싞현백  
김덕성(안식년) 사  역  장  로 박수웅 

지   휘   자 1부, 3부: 김지선 
호산나: 주홍숙 

반  주  자 1부,금요,찬양팀:싞경화 
3부:김희진 

  

월 기관/사역: 8:00pm 
박수웅 장로님 사역을 위한 기도 수 환우: 7:00pm  

선교 및 EM: 7:30pm 
목 찬양을 통한 기도: 7:30pm 

민족과 열방 

금 금요예배를 위한: 7:00am 토 전도홍보 / 새가족: 7:30am 주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전 
박수웅 장로님 사역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모임  (The Meeting for Intercession prayer ) 

목 양 실 에 서  

P a s t o r ’ s  L e t t e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