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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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네번째 주일 입니다. 


2.  2018년 서부지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 지난 3박4일간 [8월20일(월)-23일(목) ] 

서부지역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3. 음악회: 오늘 오후 3시에 미국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초대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북가주 선교디너안내: 9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북가주 선교디너가 산타클라라 베

델교회에서 있습니다.  

5. 트리니티 성경공부 안내: 9월11일(화) 부터 트리니티 성경공부, 신약개관이 시작됩니다. 

신청해주시고, 구약개관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9월첫 주 주일 오전에 시작하도록하겠습

니다.  (신청은 김규현 목사와 홍윤정 사모에게)


6. 한국학교: 한국학교가 9월1일 오후 1시에 개강합니다. 등록은 다음주부터 홈페이지와 

개인별로 받습니다. 성인반도 개설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윤정 사모에게해주세요


7. 기쁨의 언덕: 9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속회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긴급재난 후원안내: 긴급내난(산불)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애찬: 오늘은 찬양1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 주일은 사랑2속에서 

준비합니다.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31-39) 

 북쪽에 두고온  네살 아들을 잊지못하고 일흔이 넘을 때 까지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사랑

이 그런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든든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

니다.  여기서 우리 편이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뜻입

니다. 32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 이

라는 큰 명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들을 희생하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이 하

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논리적인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져 주신다는 말을 그냥사용한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노력과 훈련 혹은 

율법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거져 주시는 분이라

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전제입니다.  

 이런 정황속에,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당당히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의 관계를 어느누가 감히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환난도, 곤고함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멋음도 위협도 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결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힘주어 확신하는 것은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

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예수그리스도 간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안한 곳은 있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합니다. 화의 자리,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내 모든 밟는 곳이 하나

님과 나의 삶이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장소, 시간, 상황 이모든 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사

랑을 이해하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들이 노력해야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만나는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

랑이 가득한지 확인하시며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알림과 나눔 Church Announcement 목회서신 Ministry letter 

교 회 행 사 일 정 안 내

8월4일(토): 여선교회 선교학교

8월11일(토): 북가주 선교골프대회

8월20일(월)-23일(목): 서부지역 평
신도 지도자 수련회

9월1일(토): 한국학교 개강(가을학기)

9월4일(화): 트리니티성경공부(신약)

9월6일(목): 코커스 실행위원회 (콘트
라코스타)

9월8일(토): 선교디너 (베델교회)


2018년 교회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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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모든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깊은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성경공부에 최선을 다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성도



주일예배 Sunday Worship

성령강림후 열네번째주일 / 녹색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와 고백

알림과 나눔  Announcement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입례송 Anthem  / 21장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 65.시편149편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Gloria Patri  / 3장

기도 Prayer / 김현숙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로마서 8:31-39

설교 Sermon / 김규현  목사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 324장

✜      봉헌 Hymn / 1장(1장)

        교제및 환영 Welcome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Closing Hymn / 주기도송

✜      축도 Benediciton /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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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생활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 교회학교와 교회일정을 위해


• Cal-Nevada Annual Conference와 감독 감리사들을 위해


• 프레즈노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위해


• 트리니티성경공부를 위해


• 김의숙 집사 어머니를 위해


• 여호와닛시 승리으 기업을 됩니다. 아멘 (와사비)


• 기도하게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하늘)


• 8월생일: 차석준(8/24), 이하늘(8/6), 안윤지(8/8) 홍윤정(8/13) 

회중기도 성경봉독 애찬당번 애찬봉사

08월26일 김현숙 집사 이하늘 집사 찬양1속 찬양1속

09월02일 김현덕 집사 김현숙 집사 사랑2속 사랑2속

09월09일 김경호 집사 김현덕 집사 희망3속 희망3속

09월18일 안미나 집사 김경호 집사 말씀4속 말씀4속

9월안내 김의숙 9월 촛불/ 성찬 김현숙

지난주 봉헌과 통계 Offering and Statices

예배 
Worship

주일 새벽 모임 합계

37 8 4 49

헌금 
Offering

주일헌금 김형기 김현숙 최승희 최미란 김혜진 엄선영 김삼순 

차석준 차경미 Dana Eads 무명

감사헌금 홍윤기 김의숙 이하늘

십일조 홍윤기 김의숙 윤문섭 임경희 최성보 최줄리아

재난헌금 이수경 제임스이

기타 5속 합계 $4,317.00

이번달 속회현황 보고 Class meeting report

속 속장 인도자 모인곳 모일곳 인원 헌금 모인월

찬양 1 김규현 김규현 김삼순 윤문섭 8명 $90 7월

사랑 2 김현덕 장영심 장영심 김보흠 4명 $60 7월

희망 3 안미나 홍윤기 홍윤기 안광빈 7명 $120 8월

말씀 4 이수경 이수경

기쁨 5 홍윤정 김규현 김규현 엄선영 9 $50 8월

이번주 신약성경 성경통독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예배 / 기쁨의 언덕 (학개, 스가랴 말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