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경배 공동체-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Reaching up to God 

*말씀 공동체-성경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 

        Reaching in His Word 

*살림 공동체-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 

        Reaching around with His love 

*선교 공동체-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Reaching out with His Gospel 

(마태복음 28:19-20; 22:37-40) 

   신앙 상담이나 심방(가정, 사업장, 병원 등) 및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적으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안 내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30 대 예 배 실 

주일 학교 예배 주일 오전 11:30 어린이예배실 

학생부 (Youth) 주일 오전 11:30 성경공부교실 

장년부 성경 공부  
수요일 오후 7:00 대 예 배 실 

토요일 오전 7:00 대 예 배 실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대 예 배 실 

어린이 한글학교 주일 오후 2:30 성경공부교실 

요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쉼이 있는   심방 및 기도 요청서 
◈예배 및 사역  안내◈ 

◈교회 위치 및 주소◈ 

예배 및 선교 
전익범 목사(Pastor lke Chun) 

(216)372-5035, chunib@hotmail.com 

행정 및 대외 
이종일 목사(Pastor Joshua Lee) 

(440)567-4283, ohkhcn@gmail.com 

E.M & Youth 

전명수 전도사(Pastor Mark Chun) 

(720)323-7649 

Mark.myoringsoo.chun@gmail.com  

◈사역자 연락처◈ 

9670 Valley View Rd., Macedonia, OH 44056 

3700 Superior Ave., Cleveland, OH 44114 



*예배로의 부름(Call to Worship)-찬양과 기도(Praise & Prayer) 
 
 

1.십자가 그 사랑  2.내 손을 주께 높이 

3.호산나 4.하나님이시여  

 
기원(Invocation)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앙 고백(Confession of Faith)-사도 신경(the Apostle's Creed ) 

 

교회 소식 및 교제(Announcements) 
 
 

봉헌 찬송(Offertory)-216장 성자의 귀한 몸 
 
 

기 도(Prayer)-오갑순 집사 
 
 

성경 말씀(Scripture)-요나 2:1-10 
 
 

설교(Sermon)-이종일 목사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결단의 시간(Altar Call)-십자가 그 사랑 
 

*축 도(Benediction)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감(Postlude) 

2017년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낮 예배 

  

금주 설교 

나눔의 장(Koinonia)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

회”라는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경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갖기(전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공부 

 

2.신앙 상담이나 심방(가정, 사업장, 병원 등) 및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주보에 적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12월 넷째 주일(24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4.12월은 옥합 헌금의 달입니다. 옥합 헌금은 모든 나사렛 교

회가 함께 동참하여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입니다. 

5.장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수요일과  주일, 토요일에 실시합

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주일 오전 10시 30분-전익범 목사(창

세기3-4장), 토요일 오전 7시-이종일 목사(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한인회 송년회가  금주 토요일(16일)에 있습니다.(장소:미가 

식당, 시간: 오후 5시) 

7.교회 연합 및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장소 및 시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주중, 지역별 실시 예정) 

  -교회 재정 통합을 위한 은행 업무 

8.주일 예배에 특송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9.오늘 사랑의 친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에니 집사

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0.지난주 헌금 

 

  클리블랜드 나사렛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 

(롬15:13) 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위원◈ 

  주일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헌화 

금주 오갑순 
명지영 백정순 

연주희 

내주 정이란 남승기 

십일조 2,115 주일/재정 416/30,000 선교/통가 140/10 

감사 280 건축/개척 10/20 합계 32,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