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일 예 배 순 서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다같이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입례송 Anthem 다함께 79장(통40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6:12-23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죽은�사람들�가운데�살아난�사람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 찬양 Hymn 다함께 305장(통405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성찬식 / Holy Communion

✜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2017년7월2일 성령강림절 후 넷째주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예배안내 

새벽예배  화-토 새벽 6시 
                  기쁨의 언덕 

성경공부   주일오전11시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중보기도 수요일 오전 10시 

커피모임 화요일 오전 10시 

중보기도 

- 2017년 새가족을 위해 (10가정) 
- 한국학교를 위해 
- 이하늘 집사를 위해 
- 김용열 집사를 위해 
- 연회(Cal-Nevada)를 위해 

주일헌금 김혜진 박준희 박현자 구자홍 구경숙 최승희 최미란 교회학교

감사헌금 엄선영 홍윤기 김의숙 최성보 최줄리아 이명기 이명희

십일조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지정헌금 김규현 홍윤정 엄선영 구자홍 구경숙

기타 합계 $1,638.07

지난주 헌금 통계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Clovis, CA 93612   fkumc@fkumc.net

http://www.fkumc.net   목사 510)990-4889 교회 559)299-0240 

회중기도 성경봉독 애찬당번 애찬봉사

07월02일 김규현 목사 이수경 집사 1속 김규현 최성보  안광빈

07월09일 홍윤기 권사 윤문섭 장로 2속 김현덕 구자홍  김형기

07월16일 박현자 권사 홍윤기 권사 3속 김용열 차석준 김규현

07월23일 박준희 권사 박현자 권사 4속 홍윤기 윤문섭 안광빈

7월안내 안미나 집사 7월 촛불점화 이수경 집사

예배위원 및 안내 봉사자

변영근 (7/25) 

김현숙 (7/5) 
이명희 (7/24) 

홍윤기 (7/28) 
차경미 ( 7 /17  ) 

김이루 (7/5) 

김소은 (7/26) 
브리아나 토마스 (7/7) 

7월 생일

성경공부 교재

일일묵상, 소그룹교재

  

소그룹 사역/선교 사역/교육부 사역

  2017년 중점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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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네째주   
   오늘은 성령강림절후 네째주입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보좌: 안민아 집사) 

2. 한국학교 여름 캠프 7월21일(금)-23일(주일) 
   한국학교 여름 캠프가 7월21일 (금)-23일(주일) 까지 있습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UC Berkeley EGO(풍물팀)에서 함께합니다.  

3.  부흥회 안내 
   2017년 여름 부흥회가 8월4일(금)-6일(주일)까지 있습니다.  
   강사: 김정민 목사, 가한나 목사  
   8월4일-저녁7시, 8월5일 새벽 6시, 저녁 7시, 8월6일- 주일예배 

4. 주일 성경공부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성경통독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홍윤정 사모) 

5. 예배안내 

    1) 이번주 새벽예배는 금요일까지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예배는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주 중보기도 모임은 쉽니다.  

    3) 주일 저녁예배는 이번주 부터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오전 11시 성경공부에 집중해주세요. 

6. 북가주 선교골프대회 안내  
      날짜: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시간: 오후 1시 (예배) 2시 (티오프) 
      장소: 서니베일 골프코스 Sunnyvale Golf Course (605 Macara Ave, Sunnyvale, CA 94085) 

7. 서부지역 한인 연합 감리교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일시: 7월2일(주일)-7월 7일(금) 
    장소: Twin Arrow Resort Hotel 
    담임목사는 연합회 서기로 섬기며 참석합니다.  

8. 심방안내 
    가정심방이 아닌 담임목사와 차한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노트 작성을 목적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신청은 담임목사에게 해주세요. (모든 교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9.  교회일정안내 

    1) 7월2일(주일)-7월8일(금):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수양회 ( Twin Arrow Resort, AZ) 
    2) 7월12일(수)- 서킷 미팅 
    2) 7월15일(토)-  북가주 선교 골프대회  

    3) 7월 21일(금)-23일(주일): 한국학교 여름캠프 (UC Berkeley와 함께하는) 
    4) 8월4일(금)-6일(주일): 부흥회 

임원회

중보기도모임 교제

이하늘 집사 심방예배

홈리스 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