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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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통21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이수경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윤문섭 장로 갈라디아서 4:3-7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하나님의�상속자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 찬양 Hymn 다함께 301장(통460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2017년12월 31일 성탄후 첫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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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Frappe House)

중보기도 

- 2017년 새가족을 위해 
- 한국학교를 위해 
- 이하늘 집사를 위해 
- 김용열 집사를 위해 
- 장영심 집사 남편을 위해 
- 연회(Cal-Nevada)를 위해 

주일헌금 박준희 무명

감사헌금 홍유닉 김의숙 이경희 박준희

십일조 윤문섭 임경희 홍윤기 김의숙

성탄헌금
안광빈 안미나 최승희 최미란 김규현 홍윤정 윤문섭 임경희 김삼순 김혜진 김숙진 
무명

기타 4속 합계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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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 이수경 집사 윤문섭 장로 2속 안광빈 김규현 양정식

01월07일 윤문섭 장로 최미란 집사 연합 연합

01월14일 홍윤기 권사 윤문섭 자오 믿음속 믿음속

01월21일 안미나 홍윤기 희망 속 희망속

1월안내 안미나 집사 1월 촛불점화 윤문섭 장로

예배위원 및 안내 봉사자

장영심(1/3) 

구경숙 (1/4) 

김숙진 (1/10) 

안미나(1/25) 

최줄리아(1/26) 

최지태(1/30) 

1월 생일

성경공부 교재

일일묵상, 소그룹교재

2018“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예배 공동체”(신 1:21-22)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깊은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간절한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2018년  
교인비전 총회 

1월7일  
주일예배후

2018년  
전교인 신년하례식 

1월7일  
주일저녁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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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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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탄후 첫주/ 송구영신예배 

   오늘은 성탄후 첫주일입니다.  

2. 2017-2018년 송구영신 예배 안내  

    오늘 저녁 7시30분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3. Stop Hunger 사역안내(다음주) 

    1월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오커스트 UMC에서 있습니다. 새벽예배후 친교후 출발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오전 7시30에 River Park에 있는 In & Out에서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4. 교인비전 총회 안내 

    1월7일(주일) 예배후 교인비전 총회가 있습니다.  

5. 신년 전교인 새날교제 (신년하례식) 

   1월7일 주일 오후 6시에 담임목사 사택에서 전교인 신년 전교인 새날교제가 있습니다.  

   주소: 2825 E El Paso Ave, Fresno CA93720 

6. 김용열집사 장례안내 

    1월4일(목) 오전 11시 Peoples Church에서 있습니다.   

8.  재정위원회 모임 

    오늘 예배후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2017 재정부(위원장, 회개, 서기), 평신도대표, 임원회장, SPRC맴버1, 재단이사회중1명  

9. 교회주소록 수정-주소록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수정해주세요. 

10. 교회일정안내 

    1) 송구영신 예배, 12월31일(주일) 저녁 7시30분, 

    2) Stop Hunger, 1월6일(토) (오커스트 UMC) 

    3) Gathering of the Orders, 1월16일(화)-18일(목), Mount Hermon Retreat Center 

    4) 한국학교개강 2월3일 (토) 오후 1시 

    5) Western Jurisdiction Growing Church conference: 2월5일(월)-9일(금)  

    6) SPRC, Financial committee, lay leadership 훈련: 2월10일(토) Hanford 

    7) 은퇴목회자 위로회및 서킷미팅 2월13일(화) 

    8) 북가주 여선교회수련회 (2월17일 토) 
홈리스 사역

한국학교 종강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