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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Sunday Service

교회학교 Sunday School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중보기도회 Prayer meeting 

트리니티성경공부 Trinity 


12:30 pm

12:30 pm 

06:00 am T-S

11am Th 

10am Tu

  4pm Sat


1.�환영�

•환영:�처음�방문하신�분들을�주님의�이름으로�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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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배�

•교회력:�오늘은�주현후�4주입니다.�(녹색)�

•2월둘째주:�점식애찬이�없고�기도예배로�드립니다.�

3.알림�

•애찬안내:�오늘은�사랑2속에서��준비했습니다.�다음주는�말씀3속에서�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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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입해주세요.�

•속회안내:�2월이�거의�마무리되고�있어요�속회모임을�계획해주세요.�성경통독퀴즈��

4.�모임�

• �새신자교육:�오늘�점심식사와�함께�모입니다.�

•�속장인도자모임:�2월9일�예배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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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티�성경공부�:�2월18일(화)오전�10시에�시작합니다.�

5.�영성훈련�

•중보기도모임:�매주�목요일�오전�11시�장소는�교회�도서관(이번주는�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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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목회여정�

Growing Church Conference 2/2-2/6


실행위원회 2월14일

Good Friday Worship

아버지,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

허수경�

당신은�당신의�집으로�돌아갔고�

돌아갈�집이�없는�나는�

모두의�집을�찾아�나섭니다�

�

밤별에는�집이�없어요�

구름�무지개�꽃잎에는�우리의�

집이�없어요�나는�아버지가�돌아간�

집에는�살�수�없는�것�

세월이�가슴에�깊은�웅덩이로�엉겨�있듯�

당연한�것입니다�

�

전쟁을�겪어�불행한�세대가�

전쟁을�겪지�않아�불행한�세대가�

세월의�깃을�재우는�일조차�다른�것�

그래서�나는�돌아갈�집이�없어요�

�

배고픈�어미가�아이를�낳고�기르는�

땅을�가로질러�

함께�일을�하고�밥을�먹고�함께�노래를�하고�꿈을�꾸고�

�

아버지�나는�갑니다�

모두의�집을�찾아�칼을�들고�

눈물�재우며�

3월 목회여정


엠마오가는길 (남) : 3월2일(월)-5일(목)


강단교환주일 : 3월15일 주일

선한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히브리서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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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60 2월

말씀�3 최승희 이수경 이수경 - - - -

기쁨�4 김혜진 김규현 김혜진 - - - -

성경통독 및 새벽예배 
2월1일-2월8일   


사사기�1-7장�기쁨의�언덕

주현후�4주/�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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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와�찬양�Praise�&�Worship

��������예배의�부름�Call�to�Worship

✜ �찬송��Hymn�/�찬송가�10장,�전능왕�오셔서

✜������성시교독�Responsive�reading�/�39.�시편9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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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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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Prayer�/�임경희�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Scripture�Reading�/�마태복음�5:1-12�

찬양�Praise��/��찬양대

설교�Sermon�/�김규현�목사

고난에 대한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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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Holy�Communion

✜������축도�Benediction�/�김규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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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중기도 성경봉독 새벽기도 애찬당번 애찬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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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월23일 공동기도 인도자 최승희�집사 기쁨4속 기쁨4속

2월안내 장영심�집사 촛불점화 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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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기도합니다.�

• 2020년�프레즈노�한인�연합감리교회의�부흥과�영적�성장을�위해�

• “선한일로�하나님의�뜻을�이루는�성도,�가정,�교회가�되도록”�

•교우들의�사업장과�직장을�위해’�

•사랑하는�자녀들을�위해�(학업과�직장생활,�가정생활등)�

•선교지를�위해�나라와�민족을�위해��

��������1)�Dakota�Ecogarden�

��������2)�평화위원회�(북한선교)�

��������3)�네팔선교�

•한국학교와�교회학교를�위해�

•북한과�미국,�대한민국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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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극복을�위해�

•파트너교회인�남가주�주님의�교회를�위해/�담임목사:�김낙인�목사��

�����교회홈페이지�www.joonimchurch.com�

•박은주�자매를�위해�

•프레즈노지역의�한인목회자와�한인교회들을�위해�

•프레즈노�지역의�한인들을�위해�

•속회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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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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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