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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Sunday Service

교회학교 Sunday School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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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m Th 

10am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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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오늘은�대림절�네번째주일이면서�성탄주일로�지킵니다.�

2.�2020년�교인총회:�교인총회가�1월�12일�주일에�예배후�있습니다.�

3.�2020년�신년부흥회안내:�1월17일(금)-19일(주일)까지�진행됩니다.�강사는�김영헌�감

독(전�서울연회)님이�오십니다.��

4.�애찬안내:�오늘은�성탄절�팔락입니다.다음주는�미국교회연합�애찬팔락입니다.�

5.연합예배안내�:�12월29일(주일)�예배는�오전�10시�미국교회와�연합으로�드립니다.�성

탄주일에�나누었던�찬양과�아이들의�퍼포먼스를�한번�더�미국교회와�나눕니다.�

6.�송구영신예배:�송구영신예배가�12월31일�오후�6시에�교회에서�모입니다.�함께�떡국을�

먹고,�간단한�게임과�함께�저녁�9시에�예배를�드립니다.��

7.�북가주�목회자�가족수양회�:�12월25일(수)-28일(토)�레이크타호��Zaphyer�Point�

conference�center�에서�있습니다.�

8.�성탄주간�새벽예배�안내�:�12월25일(수)-17일(금)까지�새벽예배가�없습니다.��

9.�중보기도안내:�이번주�중보기도회는�없습니다.��

10.�1월1일�새해첫날�등산:�2020년�1월1일�새해�등반을�하려고�합니다.�관심있는�분들은�

담임목사에게�알려주세요,�장소는�쉐보레이크에�눈길을�걸으려고�합니다.��

11.�각부서모임:�교인총회(1월12일�주일)전에�각�부서들은�모임을�갖고�1년계획을�알려

주세요.�(선교�봉사부,�예배부,�찬양부�등)�

12.�각속회모임:�각속회는�2019년�마지막�모임을�마무리해�주시고,�12월29일�주일�점심

식사후�각�속회�속장,�인도자�모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알림과 나눔 Church Announcement 목회서신 Ministry Latter

교�회�행�사�일�정�안�내

12월1일:�대림절기�시작�

12월5일�:�북가주�코커스�실행위원회�

12월15일:�구역회�

12월16일-12월20일:�담임목사�피정

Good Friday Worship

주님의 것이다  
시편�24:1-6��

1. 땅과�그�안에�가득�찬�것이�모두�다�주님의�것,�온�누리와�그�안에�살고�있는�모든�것도�주
님의�것이�다.�분명히�주님께서�그�기초를�바다를�정복하여�세우셨고,�강을�정복하여�단단
히�세우셨구나.��

2. 누가�주님의�산에�오를�수�있으며,�누가�그�거룩한�곳에�들어설�수�있느냐?��

3. 깨끗한�손과�해맑은�마음을�가진�사람,�헛된�우상에게�마음이�팔리지�않고,�거짓�맹세를�하
지�않는� 
사람이다.��

4. 그런�사람은�주님께서�주시는�복을�받고,�그를�구원하시는�하나님께로부터�의롭다고�인정
받을�사� 
람이다.��

5. 그런�사람은�주님을�찾는�사람이요,�야곱의�하나님의�얼굴을�사모하는�사람이다.�(셀라)� 

소유의�개념은�소유한�자가�마음껏�사용할�수�있다는�전제가�함께합니다.�주로�사물

이나,�지식에�한정되긴�하�지만,�소유한�자가�소유한�것을�마음껏�사용할�수�있도록�

허락되는�것이�소유의�개념일�것입니다.�이렇게�생각해�보면,�소유할만한�이�조건에�

맞는�소유가�그렇게�많지�않다는�것을�알게됩니다.�내�물건이지만,�함부로�쓸수�없는�

것이�많고,�사람관계는�소유할�수�없는�것이며,�사랑하는�가족도�내가�소유하는�것이�

아닌�희생하는�관계임을�잘�알기�때문입니다.�거기에�신앙을�가졌다고�하지만,�이�신

앙이�언제나�흔들리는�것을�보면�가진�신앙이�그렇게�내�가�원하는�대로�사용할�수�

있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하나님이�우리를�소유했다는것은�하나님이�원

하시�는�대로�우리를�사용하시는�것으로�이해할�수�있지만,�오늘�본문�내용을�보면,�

그것도�결국�우리들이�어떻게�행위�하느냐에�달려있는�것�같습니다.�“깨끗한�손,�해

맑은�마음,�헛된�우상에�마음이�팔리지�말고,�거짓맹세를�하지�않�는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진정한�소유된�사람이라고�할�수�있으니,�쉽지�않은�일인것�같습니다.�그래

서�요즘에는�공유개념의�새로운�경제�콘텐츠가�등장한듯합니다.��

��소유하는�것은�그�만큼�서로�책임이�크고�그것을�유지하고�보존하는데�많은�에너지

가�사용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사람�사는�세상이야�이렇게�하면�되지만,�신앙

생활에서�우리를�주님의�것이라고�고백하는�것은�많이�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신

앙을�갖는�것은�철저히�하나님의�소유에�속한�자라는�의미입니다.�그러니,�당연히�내�

맘것�사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원하느대�로�살아야하는게�맞겠죠.�그런데�대부분�

하나님이�원하는�것에�익숙하지�않고,�여전히�내가�편안한것에�익숙해집�니다.�그래

서�이것만�명심하면�될것�같습니다.�“깨끗한�손,�해맑은�마음,�헛된�우상에�마음�팔리

지�말고,�거짓맹세”�를�하지�않는�삶을�사는자가�곧�하나님의�소유된�백성입니다.��

묵상하기��

무슨뜻일까요?�깨끗한�손,�해맑은�마음,�헛된�우상에�마음팔리지�않고,�거짓맹세를�

하지�않는�삶��

1월�목회여정�

��신년부흥회�(1월17일-19일)�






주일예배 Sunday Worship

대림절�네번째주�/�보라색�(성탄주일)

주일오후�12시30분��������������������������������������������������������������예배인도:�김규현�목사�

나눔과�기쁨�

예배의�부름�Call�to�Worship�/�Movie�Clip

��������경배와�찬양�Prasie�&�worship

�������기쁘다�구주�오셨네�(찬송가�11장)�

�������천사들의�노래가�(찬송가�125장)�

�������고요한밤�거룩한�밤�(찬송가�109장)

��������대표기도�Prayer�/�윤문섭�장로�

말씀선포

성경봉독�Scripture�Reading�/�로마서1:1-7�

�Message�for�Next�generation�/�Dana�Eads

설교�Sermon�/�김규현�목사�

미리 약속하신 것
헌신과�나눔

봉헌송�Offering�/찬송가�122장,�참반가운�성도여

✜������봉헌�Hymn�/�1장�

���������교제및�환영�Welcome�/�“사랑해요�당신을�축복해요�당신을”

성탄감사나눔

���������찬양대�찬양

���������교회학교및�유스,�청년들

��������알림�과�나눔��Announcement�

✜������결단의�찬송�Closing�Hymn�/�주기도송

✜������축도�Benediction�/�김규현�목사�

✜������표는�자리에서�일어나�주세요�/�헌금은�예배실�입구�헌금함에�넣어주세요

예배위원 Worship Leader

     예배위원은 예배전 30분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감사와�기도제목�나눔��
Thanksgiving�and�sharing�prayer�concern�

�����매주�헌금함에�감사와�기도제목을�넣어주시면�주보와�중보기도를�통해��

������함께�기도합니다.�

•프레즈노�한인�연합감리교회의�부흥을�위해�

•나라와�민족을�위해�(대한민국과�미국�그리고�한반도,�일본과의�관계를�위해)�

•한국학교와�교회학교를�위해�

• Eco-garden�사역을�위해,�네팔선교사�임창묵�선교사를�위해�

•성도들의�가정과�직장�사업장을�위해�

• Cal-Nevada�Annual�Conference와�감독�감리사들을�위해�

• Growing�Young�Cohort.�

•남가주�주님의�교회�(파트너교회)/�담임목사:�김낙인�목사��

•교회홈페이지�www.joonimchurch.com�

회중기도 성경봉독 애찬당번 애찬봉사

12월22일 윤문섭�장로 인도자 성탄절 성탄절

12월29일 연합 예배 전체 팔락

01월05일 윤문섭�장로 인도자 신년주일 신년주일

01월12일 김삼순�권사 윤문섭�장로 찬양1속 찬양1속

12월안내 이수경� 12월�촛불/�성찬 최미란�

지난주 봉헌과 통계 Offering and Statices

예배�
Worship

주일 새벽 모임 합계

35 9 10 54

헌금�
Offering

일반헌금 특별헌금 합계

US$1,834.00 - US$1,834.00

이번달 속회현황 보고 Class meeting report

속 속장 인도자 모인곳 모일곳 인원 헌금 모인월

찬양�1 김삼순 윤문섭 윤문섭 - 5 $50 11월

사랑�2 김현덕 장영심 장영심 - 4 $80 10월

희망�3 최미란 김규현 김규현 - 4 $40 8월

말씀�4 이수경 이수경 이수경 - 4 $40 8월

기쁨�5 김혜진 김규현 김혜진 - 6 $40 10월

성경통독 및 새벽예배 
12월23일-12월28일   


마태복음 22장-25장 기쁨의 언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