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0 권 13 호                                                 주후 2020 년 3 월 29 일 

찰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Charleston K.U.M.C.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 주일예배 

( Fifth Sunday in Lent )  
 

11:00 A.M.                                        집례: Liturgist:  배연택 목사 Rev. Yon Taek Bae                                                                                                            

 

사도신경 -----------------------------------------------------------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 ----------------------------------------------------------------- 다함께 

Praise                                                                                  Altogether 

 

268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70 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2 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278 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성경봉독 및 말씀 -------------------------------------------배연택 목사 

Scripture & Sermon                                             Rev. Yon Taek Bae 

요한복음 John 11:17 – 45 (1-45)  

“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 

 

봉헌송 및 기도 ---- 213 장, 나의 생명 드리니 (4 절) ------ 다함께 

Offering & Prayer                                                               Altogether 

 

광고 Announcement   

 

결단의 찬송 ------623 장,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 다 함 께 

 

축      도   ----------------------------------------------------   배연택 목사 

Benediction                                                            Rev. Yon Taek Bae  

<  공   지  > 
남캐롤라이나 연회의 감독이신 조나단 홀스턴 감독님께서 3 월 28 일 

연회의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After consulting with The Cabinet, and in light of the latest information shared 

by public health officials, I am strongly recommending that leaders of 
each local church continue to suspend in-person worship services and 
all gatherings, meetings and events, through April 30, 
2020. Recommendations about events planned for May will be communicated in 
the coming weeks……. Because of the theological nature of communion as 
something that the body of believers does together in the sharing of one loaf, and 
because of the practical dangers currently involved in close physical contac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we should not take part in communion 
until it is safe for us to all come together again to worship as one body. 

We must take care to do no harm to each other, even as we assume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do all we can to bring this new disease under control….” 

 

공동의 예배는 4 월 30 일까지 연기할 것과 성찬식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까지 연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찰스톤 K.U.M.C.도 

이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한 교우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교우분들의 영적/육적 건강을 위해 

- 김명숙 집사님 남동생 (김인용 성도님, 직장암) 

- Mr. Callahan (윤미자 집사님 남편, 수술 3/23), 박연옥 (수술, 3/23) 

▲ 사순절 특별새벽예배,  YouTube at 5:45 AM  

   (참여를 원하시면 담임목회자에게 알려주시고,  

    YouTube 채널에 구독을 눌러 주시면 공지가 뜰 것입니다.)  

▲백춘자 집사님께서 Hand-made mask 를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헌금은 교회로 우편 배송 하시거나, 주일 오후 2-5 사이 교회로     

  오셔서 drop off (주일 2-5 PM )하시면 됩니다. 

[4 월 절기 본문 Lectionary Reading] 

4/5(종려주일)-사 50:4-9a,시 31:9-16,빌 2:5-11,마 26:14-27:66 

4/12(부활주일)-행 10:34-43, 시 118:1-2,14-24, 골 3:1-4, 요 20:1-18   

4/19-행 2:14a, 22-32, 시 16, 벧전 1:3-9, 요 20:19-31 

4/26-행 2:14a, 36-41, tl116:1-4,12-19, 벧전 1:17-23, 눅 24:13-35 

 

지 난 주 헌 금 (Offering Last Sunday) 

 

 

 

십  일  조 (Tithe) $      1,292.00 

감사헌금 (Thanks Offering) $         278.00 

건축약정 (Pledge for Building) $           31.00 

합        계   (Total) $      1,6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