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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Sunday Service

교회학교 Sunday School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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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영�

•환영:�처음�방문하신�분들을�주님의�이름으로�환영합니다.�

•친교:�예배후�점심�애찬이�있습니다.��꼭�함께�식탁�나눔에�함께해주세요.�

2.�예배�

•교회력:�오늘은�주현후�3주입니다.�(녹색)�

3.알림�

•애찬안내:�오늘은�여선교회에서�준비했습니다.�다음주는�사랑2속에서�준비합니다.��

•기쁨의�언덕:�2월기쁨의�언덕이�준비되었습니다.�1권에�$3입니다.�김숙진�권사를�통

해�구입해주세요.�

•속회안내:�1월이�거의�마무리되고�있어요�속회모임을�계획해주세요.�성경통독퀴즈��

4.�모임�

• �새신자교육:�오늘�점심식사와�함께�모입니다.�

•�속장인도자모임:�2월9일�예배후�모입니다.��

•Planting�Church�Academy�:�1/27-28�(Livemore,�CA)���

•Gathering�of�the�Order�:�1/28-30�(�Livemore,�CA)�

•Growing�Church�Conference:�2/2-2/6�Las�Vegas,�NV.�

5.�영성훈련�

•중보기도모임:�매주�목요일�오전�11시�장소는�교회�도서관��

•성경통독퀴즈:�매주일�주보와�함께�제공되는�성경톡독퀴즈�:�담당(예배부)�

•토요�전교인�새벽예배:�토요일�새벽�6시�예배당�

알림과 나눔 Church Announcement 목회서신 Ministry Latter

교�회�행�사�일�정�안�내

1월�목회여정�

�신년부흥회�(1월17일-19일)�

�한국학교개강�(1월25일)�

�Planting�church�Academy�(1/27-28)��

�Gathering�of�the�oder�(1월28일-30일)�

�

Good Friday Worship

데살로니가전서 1장 

��2020년�새해�시작을�놀라했는데,�1월이�훌쩍�가버리고�성경말씀도�훌쩍�골로새서부터�갈라

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를�지나�데살로니가�전후서로�넘어왔네요.��

바울의�여정이�1월,�첫�새해부터�생생하게�읽혀지니�올�한해는�바울처럼�지나라는�뜻인가�봅니

다.�

��우리들이�살고�있는�이지역은�2월로�접어들면�본격적인�봄이시작됩니다.�아몬드�꽃이�곧�필

테고,�그�꽃들이�펼쳐놓은�꽃길들을�지나다닐텐데,�벌써부터�꽃길속에�펼쳐지는�하얀�꽃눈이�

눈에�선합니다.��

���바울의�사역도�이렇듯�눈에�선한�교회들을�향해�편지를�주고�받는�여정속에�있었을�것입니

다.�한국은�설날이라고�가족들이�모일텐데,�멀리떨어져�있는�아들�손주�며느리때문에�눈에�선

하게�그리워할�어머니�생각도�나는�아침이네요..�

���바울이�데살로니가교회를�칭찬합니다.�칭찬의�이유는�좋은�소문과�좋은�신앙생활의�본이�되

기때문이라고�이야기합니다.�특히�바울이�복음을�전하는�일에�동참한�데살로니가교회를�높이�

평가합니다.�고난스러움에�동참한�데살로니가교회가�바울이�보기에는�참�능력있는�교회였던�

것�같습니다.�바울이�복음을�말로만�전한것이�아니라,�능력과�성령,�큰�확신으로�전했는데,�데

살로니가교회가�그대로�이것을�받은듯합니다.��

���말이�차고�넘치는�시대에,�능력과�성령,�큰�확신�이�세가지는�구체적인�교회의�역할을�제시합

니다.�능력은�고난스러움에도�감히�함께�동행할수�있는�힘을�말하는�것입니다.�주저하지�않고�

그�삶에�기꺼이�뛰어들어갈�수�있는�확신,�이것이�능력입니다.�성령은�지금도�그리고�언제나�성

령께서�우리와�함께하신다는�확신입니다.�세번째로,�큰�확신은�이런�가운데�하나님이�교회를�

세워가신다는�확신입니다.��

���교회가�세상움직이는�일에�너무�민감하면,�우선순위를�잃어버리게�됩니다.�교회는�믿음의�공

동체이지,�세상정치와�권력과�파워를�자랑하는�곳이�아닙니다.�교회가�기대하는�파워는�누군

가와�함께하려는�마음,�넘어진�분들을�일으켜�든든히�세워가고자�하는�의지,�고난받고�고통받

는�자들을�무시하지�않고�그�삶을�온몸으로�받아들이는�사랑,�이런것들이�교회의�능력이고,�그

리스도인들이�지니는�성품입니다.��

�이런�능력으로�살아야,�교회가�교회스럽다고�이야기하고,�성도가�성도같다고�이야기합니다.�

바울은�지금�이것을�칭찬하고�있는�것입니다.�

2월�목회여정�

Growing Church Conference 2/2-2/6







예배 위원  Worship Leader 

이번달 속회현황 보고 Class meeting report

속 속장 인도자 모인곳 모일곳 인원 헌금 모인월

찬양�1 김삼순 윤문섭 윤문섭 - 9 $90 1월

사랑�2 김현덕 장영심 장영심 - - - -

말씀�3 최승희 이수경 이수경 - - - -

기쁨�5 김혜진 김규현 김혜진 - - - -

성경통독 및 새벽예배 
1월27일-1월31일   


데살로니가�3장-5장,�데살로니가후서�1장-3장,�기쁨의�언덕

주현후�3주/�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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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와�찬양�Praise�&�Worship

��������예배의�부름�Call�to�Worship

✜ �찬송��Hymn�/�찬송가�29장,�성도여�다함께

✜������성시교독�Responsive�reading�/�12.�시편19편

✜������신앙고백�Affirmation�/��사도신경�The�Apostle’s�Creed

✜�������영광송�Gloria�Patri�/�찬송가�3장,�성부�성자�성령

��������대표기도�Prayer�/�공동기도

말씀선포

성경봉독�Scripture�Reading�/�마태복음�4:12-23�/�김숙진권사

찬양�Praise��/��찬양대

��������Message�for�Next�generation�/�Matthew�4:12-23/�Dana�Eads

설교�Sermon�/�김규현�목사

다시 시작할 능력

헌신과�나눔

봉헌송�Offering�/찬송가�317장,�내�주�예수�주신�은혜�(1절,�5절)

✜������봉헌�Hymn�/�1장�

���������교제및�환영�Welcome�/�“예수님�발을�씻기며”

���������알림�과�나눔��Announcement�

✜������결단의�찬송�Closing�Hymn�/�“선한능력으로”

✜������축도�Benediction�/�김규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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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중기도 성경봉독 새벽기도 애찬당번 애찬봉사

01월26일 공동기도 김숙진�권사 이수경�집사 찬양1속 찬양1속

02월02일 임경희�권사 인도자 임경희�권사 사랑�2속 사랑�2속

02월09일 홍윤기�권사 임경희�권사 홍윤정�사모 - -

02월16일 최승희�집사 홍윤기�권사 이수경�집사 말씀�3속 말씀3속

2월안내 장영심�집사 촛불점화 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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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기도합니다.�

공동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

다. 주님, 신년예배를 드린지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우리의 결단은 조금씩 희미해 졌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말

씀속에 묻고, 그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주님

의 강한 팔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십시오. 


 먼 이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설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이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 

큰 사랑으로 삶을 나누게 하여주시고, 더불어 중국에서 일어난 감기바이러

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기운이 일어나는 이 시간,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릴때 즈음, 저희 

교회도 환하게 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새로

운 가족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삶을 더불어 든든히 붙들어주시

는 주님의 손길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분들, 소외된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감사와�기도제목��
Thanksgiving & Sharing Prayer Concern

각�속회별로�1월속회�일정�정하시고�첫�속회는�담임목사와�함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