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Soul -saving, Disciple-making church"
February 14, 2016

목 회 자 코 너

Am 11:00

모범수들이 있습니다.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성하는 자세로
근신하는 죄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입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석방된 죄수는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을

(The Apostles' Creed)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Congregation

예배로의 부름 ----------------------------------------사 회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앞에 지은 죄는 그 어느 대통령도, 황제도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재판장이십니다.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Praise and Hymn)

Congregation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 9:6)

대 표 기 도 ---------------------------------------김해성 집사
(Prayer)

헌 금 봉 헌----------------찬송가 71 장------------------다 같 이
(Tithes & Offerings)

* 2 월(February) 예 배 위 원

Kim, Esther

구분일자
대표기도

Congregation

안내위원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

김 다 이

김 해 성

박 진

박 명 희

헌금위원

박 명 희

김 다 이

광 고 및 인사-----------------------------------------사 회 자
(Greetings and Announcements)

Presider

*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6:25-34---------------사 회 자
(Scripture reading 일어서서)

Presider

향기나는

예 물 Offerings

십일조(Tithes): 박진, 변설아, 박명희, 변수빈, 김해성, 김다이, 조병윤/정연희
주일헌금(Regular Offering): 김다이, 조병윤/정연희

설 교--------------“염려를 이기는 힘, 기도”--------------조병윤 목사

감사헌금(Thanksgiving): 박진, 김다이, 조병윤/정연희

(Sermon)

장학헌금:

Rev. Cho

* 축 도 ------------------------------------------조병윤 목사
(Benediction)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Congregation Standing)

Rev. Cho

* 헌금명단이 누락 되신 분은 재정부로 문의 바랍니다.

** 교회 소식 Greetings & Announcements**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We welcome the newcomers to our church. Our church will be your spiritual home.

교회 비전 선언문

한마음한인성결교회
Hanmaum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한마음 한인 성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성령 안에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헌신케 합니다.

교회 표어: “상한 마음 치유받고 예수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새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교회 슬로건: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1.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Homeless Shelter Ministry (2/21): 5:00 am
Address: 1210 N, Tryon St Charlotte, NC 28206
3. 금요 중보기도 모임: 존중 by John Bevere
4. 제자 훈련: 인도(God’s will finding) by 제임스 패커
5. 기도력: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협 력 선 교 기 관
 나사렛 국제 선교회
 추레베카 대학교
 PCN Food Pantry Ministry
 Uptown Shelter Ministry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00



Sunday School English Ministry: 오전 9:30



금요 중보기도 모임: 금요일 저녁 8:30



제자 훈련 학교: 주일 오후 1:10

담임목사: 조 병 윤 (Rev. Byoung Youn Cho)
8614 Pineville-Matthews Rd. Charlotte, NC 28226
이메일: zzgg97@hotmail.com

☏ (214) 799-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