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0 권 12 호                                                 주후 2020 년 3 월 22 일 

찰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Charleston K.U.M.C. 

사순절의 네 번째 주    주일예배 
(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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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9 장,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25 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338 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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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 Sermon                                             Rev. Yon Taek Bae 

요한복음 John 9:1 - 41 

“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마음 

Heart of a Man blind from the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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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ing &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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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ona 19’로 인해서 정부와 연합감리교단은 3월 말까지 교회의 

예배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각정 모임을 연기시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새벽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주일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부의 

권고에 맞추어서 교회내로 진입하려면, 담임 사역자와 반주자 그리고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 포함 10명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3월 말 까지로 제시한 학교 폐쇄를 4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카운티가 나왔으며, 자택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직장에서 휴직을 권고받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정부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간 사회적인 약자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한 달간, “기드온 동족 선교회(박상원 목사)”를 돕기 

위한 특별 지원헌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코로아 19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공급할 빵의 재로 수급이 어려워지고, 식량난을 맞이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려운 환경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로써 이웃을 내 몸 돌보듯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교우분들의 영적/육적 건강을 위해 

- 김명숙 집사님 남동생 (김인용 성도님, 직장암) 

- 윤미자 (시술 시간 재조정), 박연옥 (수술, 3/23) 

▲ 사순절 특별새벽예배,  YouTube at 5:45 AM  

   (참여를 원하시면 담임목회자에게 알려주세요)  

▲이은영 자매님께서 Home-made Hand Sanitizer 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의 입구에서 가져가세요.  

▲헌금은 교회로 우편 배송 또는 직접 drop off 하십시오.    

   (헌금계수시 장정의 조항을 지켜주세요.) 

 

지 난 주 헌 금 (Offering Last Sunday) 

십  일  조 (Tithe) $      4,214.00 

주일헌금 (Sunday Offering) $           40.00 

감사헌금 (Thanks Offering) $      1,565.00 

속회헌금 (Small Group) $         130.00 

생일감사 (Thanks for Birthday) $           10.00 

선교 및 구제 (Mission and Charity) $           50.00 

대체헌금 (Transferred Fund) $         356.00 

합        계   (Total) $      6,3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