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

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서성진 강안나 강한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담임 목회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Bienvenue, vous tous qui êtes parmi nous aujourd’hui en ce jour 

du Seigneur. Ceux qui assistent à notre culte pour la première 

fois sont invités à rencontrer notre Pasteur avant de partir. 

13.09.2020 

니스 한인교회 
주일예배 

Déroulrment du Culte               1부 13:30 / 2부 15:00 

--------------------------------------------------------------------------- 

찬    양 Louange -------------------------------------- 다같이 

* 기    원 Parole d’accueil ------------------------------- 인도자 

* 찬    송 Cantique ----------------- 8장 --------------- 다같이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Cantique --------------- 250장 --------------- 다같이 

헌    금 Offrande ------------------------------------ 헌금위원 

기    도 Prière ------------------------------------ 소연정 사모 

광    고 Nouvelles -------------------------------------- 인도자 

성경봉독 Lecture Biblique --- 요한복음(Jean) 1.1-8 --- 인도자 

빛에 대한 증언 

Le témoignage sur la lumière 

설    교 Prédication --------------------------- 오해인 강도사 

* 찬    송 Cantique --------------- 137장 --------------- 다같이 

* 축    도 Bénédiction ----------- 주기도문 ------------ 다같이 

                             *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박광실 집사   헌금위원/박광실 집사 



교회소식                                                         

1. Covid 19 종식을 위한 기도 

  -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안내 

- 2부(13:30, 15:00)로 나눠 드립니다.  

-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합니다.  

- 어린이와 초신자들을 위해 휴대폰으로 예배의 도움을 받지 않기 

  를 권장합니다.   

3. 헌금안내 

  - 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 헌금위원                                                  

06/09  조영익/조영익             04/10  오해인/조영익 

13/09  소연정/조영익             11/10  조영익/조영익 

20/09  박광실/박광실             18/10  소연정/박광실 

27/09  황숙경/박광실             25/20  박광실/박광실 

헌금                                                             

십일조   오해인 소연정 오사랑 오예랑 

감사헌금 오해인 소연정 박흠련 강한나 

주일헌금 오해인 소연정 조영익 황숙경 우주언 김이현 서성진  

         조성완 

말씀 노트                                                    

 

 

 

 

 

 

 

하시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십일조                      

1. 성도들이 새로운 시간에 더욱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힘있게 나

아가도록(사40.31).  

2.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시간이 되도록(엡4.1-4). 

3. 아이들이 예배 중에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요4.24).  

 

담임 목회자  

오해인 강도사 06 34 21 79 12 / aidelamina@gmail.com 

www.enice.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