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소식

섬기시는 분

담임: 윤창희 목사

행정/예배(찬양)/청년부: 안병현 목사

새가족/심방: 박정인 전도사

성경공부(제자반): 안병현 목사, 김재영 전도사

성가대 지휘: 백정원 장로

교육관 건축헌금 현황

지난 주 헌금 통계

목표금액: $200,000 $ 90,207 (2/10까지 총액) 

헌금 합계: $ 5,775.11       

십일조: 2,613 / 주일헌금: 1,028 / 감사헌금: 412 / 첫열매: 55.11 / 금요예배: 303 

쿠바선교: 700 / 케냐선교: 530/주일학교: 18 / 중고등부: 16 / 건축헌금: 100

유치부: 권순명 전도사

유년/초등부: 박세민 전도사

Youth: 안세라 사모

English Service: David Kim전도사

제 34 권 6호

예   배   순   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부: 글로리아 성가대

3부: 시온 성가대

(헌금위원: 윤순애 권사, 김민정 집사)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30

찬양과 경배 ............................... 

Praise & Worship

1~3부/ 안병현 목사

신앙고백     ................................................ 

Confession of faith

다 같 이

광고 및 환영     ..................................... 

Announcements

윤창희목사

축      도    ........................................... 

Benediction

윤창희목사

성경봉독     ............................. 

Scripture

1~3부/에베소서 5:10

찬      양     .............................. 

Anthem

(Ephesians) 5:10

설      교     ...................... 

Messag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헌      금     ............... 

Offering/Hymn 
1~3부/새찬송가 183장(통 172장)

(A God Pleasing Church)

2019년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3:14-17)

주일예배

주일1부 오전

오전주일2부

9:00

11:00

오전학 생 부 11:00

오전주일학교 11:00

금요예배
오후금요일 8:00

청년부모임
오후화요일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오전 11:00

오후주일3부 2:30

E.M.예배

예 배 안 내

sarangmission.com

홈 페 이 지

469-289-3500

Pastoryoun@yahoo.com

교 회 전 화

위 치 안 내

3918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새벽(화~토)

E Hebron Pkwy

O
ld D

enton RD

W Branch 
Hollow DR

Kroger

Church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비전인 교회 선교가 사명인 교회 주님이 주인되신 교회

1.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케냐 선교

       일정: 2월 12일(화) - 2월 21일(목)

       케냐선교에는 담임목사님, 이용백 장로님, 김상준, Soksorphea(청년)이 

       함께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3.제자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시: 2월 10일(오늘). 오전 9:50-10:50 / 오후 2:00-3:00

               2월 13일(수요일). 저녁 7:45-8:45

       장소: 사랑방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새 가족 교육

       일시: 2월 10일(오늘). 오후 1시

       장소: 새 가족실

5. 셀 모임

       일시: 오늘 오후 1시

6. 교회 전화 개설

        469) 289-3500

    교회의 새로운 전화번호가 개설되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7. 달라스 목사 모임에 식사를 준비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8. 교육관 건축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0



해외 선교

쿠바: Holguin주 2교회 /Granma주 5교회 /Santa Clara주 4교회/ Cienfuegos주 1교회

금요예배( 2월  15일)

설교자: 그레이스 차 선교사님

제   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   문: 마 16:13-17

 (2월) 예배 봉사 위원

예배 봉사 위원

선 교 회

여선교회: 에스더(54세이하)  / 루디아(55세-64세)  / 한나(65세 이상)

남선교회: 여호수아(50세 이하)/ 바울(51세-69세)/ 바나바(70세 이상)

(2월) 예찬 섬김

구  분

안 내 위 원

주일 헌금 위원

채영숙 / 윤순이

윤순애 / 김민정

일  시 

이 번 주

다 음 주

2월 24일

3월   3일

예 찬 섬 김  설 거 지 

(7조) 청년부

(1조) 김윤수, 김대식

(2조) 김재영, 김진수, 조신호

(3조) 김린다,  & 꿈꾸는 셀

(4조) 황효경, 박현정, 조찬희, 이민진

(5조) 박은영, 조은도, 조혜선

교 우 동 정

기 도 요 청

권현숙 집사님의 건강 회복

송수영 집사님의 손녀 장미의 건강

새 가 족 부

신앙의 본질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4주 동안 진행되는 새 가족반을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모임

매월 첫째, 둘째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월) 행사 안내

행 사 내 용일 시

2월   3일

2월 17일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2월 24일 셀장교육

설 교 메 모 

본문: 에베소서 5:10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케냐: 유진 선교사            코스타리카: 윤익수, 김성옥 선교사              일본: 신문철 선교사

사랑 선교교회의 핵심 가치: G. O. L. D  “천국의 가치관을 선포하는 교회”  

  “Gratitude - Give Thanks”                  “감사 -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17)

  “Obedience - Obey the Word”          “순종 - 말씀에 순종하라” (요 14:15)

  “Love - Love Others”                           “사랑 -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9)

  “Denial - Deny Yourself”                     “자기부인 - 너 자신을 부인하라”(마 16:24) 

(6조) 이재영, 김환, 이옥금, 조엔김(사모)  (3조) 송수영, 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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