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권 11 호 - 2016 년 3 월 13 일

예배 안내
가정 예배 순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묵 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6:00am 채플>

찬 송: 393 장 ‘오 신실하신 주’

조용한 기도

기 도: 가족 중 한 분께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말 씀: 빌립보서 3:4-14 (연관 말씀 참조)

찬송가 401 장

나 눔: 삶의 어떤 것을 내려 놓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 장

기 도: 그리스도 안에 용기를 위해 기도하십히요.

중보기도

찬 송: 즐겨부르는 찬송을 정합니다.

친교와 교제

사순절 40.3 기획
<사순절 기간 동안 동참할 사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요>
하나: 무료 통역 서비스-한인들에게 전화로 제삼자 통역으로 도와줍니다.
둘: 불우이웃 사역-투산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셋: 영어 예배-영어권 사역에 시작점에 참석하시어 기도와 봉사로 세워줍니다.
넷: 카드 사역-병원 환자들과 독고노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카드를 써드립니다.
다섯: 예배 사역-사순절 기간에 교회에 모든 모임과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섯: 중보기도-예배전에 성도들과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모여서 중보기도합니다.
수요 성경 통독

수요 찬양 예배

<6:00PM 채플>

<7:00pm 대예배실>

매주 함께 모여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함께 읽어 보십시요.

금요 청년 모임

통성 기도

<봄 방학>

야고보서 5 장
나눔과 교제

수9장~삿5장

기도

A United Methodist Fellowship

투산연합감리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요 4:24)
사순절 다섯 째 주일

주일예배

준비 찬양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부름

Rev. Paul Cho

✚ 찬송

44 장 ‘지난 이레 동안에’ (통 56)

✚ 참회의 기도

다같이

✚ 성시교독

54 번 (시편 126 편)

✚ 사도신경

다같이

✚ 영광송

3 장 '성부 성자와 성령' (통 2)

대표기도

정성자 권사

응답송

코람데오 성가대

성경 봉독

요한복음 12:1-8

성가

코람데오 성가대

말씀의 선포

‘예배자의 모습’

찬송

212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 347)

✚ 봉헌송영

1 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통 1)

✚ 회중과 봉헌기도

Rev. Paul Cho

✚ 교제와 광고

Rev. Paul Cho

✚ 파송의 찬송

635 장 '하늘에 계신'

✚ 축도

Rev. Paul Cho

오전 11:45

예배위원 안내
✚표는 일어섭니다

3/20 주간

3/27 주간

4/3 주간

4/10 주간

대표기도

정태엽 장로

TBA

김경희 권사

유주애 권사

성경봉독

유계임 성도

TBA

곽노선 권사

염상명 집사

성경본문

눅 19:28-40

눅 24:1-12

요 20:19-31

요 21:1-19

친교봉사

TBA

김경희/염민지

임규숙

TBA

안내위원

천두순/이미원

천두순/이미원

정태엽/민안식

정태엽/임규숙

담임목사 Rev. Paul Hyung Cho
915 E. Fourth Street, Tucson, Arizona 85719
목양실: 520.622.6481(Ex.13) Cell: 520.850.4547
tucsonkoreanumf@gmail.com www.tucsonkoreanchurch.org

알립니다

말씀 메모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나 주세요.

요한복음 12:1-18

v 3/19(토) 교회 학교 Easter Celebration 11-2 시. St. Mark’s 교회에서
교회학교 부활절 축제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v 3/20(일) 임시 임원회의 예배와 친교 후에 임시 임원회를 갖겠습니다.
v 3/21-3/25(월-금) 고난 주간 특별 예배 순서
새벽예배 6 시. 수요 저녁 예배 7 시, 금요 철야 예배 9 시. (시간 변동 참고하십시요.)

말씀 내용 중 실천하실 것을 써보십시요:

(3/26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v 3/27(일)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
투산한인목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투산영락교회에서

소그룹 말씀 나눔

새벽 6 시에 드리고 후에 식사를 나눕니다.

소그룹 나눔
“예배의 가장 높은 형태는 사심없는 기독교인의 봉사입니다. 찬양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잃은 영혼을 찾아 나가는 구별된 발자국 소리입니다.” -빌리그램
1.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중에 어떤 분류에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2.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 원하십니까?
3. 이를 위해 사순절 기간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v 3/27(일) 부활주일 헌화
올해 미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헌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태엽 장로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 4/3(일) 속회편성 함께 성장할 속회 편성과 섬겨 주실 속장/속 인도자들이 준비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v 사순절 40.3 기획
40 일 기간 동안 정하신 사역에 매주 3 시간을 헌신하시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10 에서 3/26 까지 입니다. 현재 총 봉사 시간 184 시간
금주 봉사 시간:
- 통역사역: 화수목 오전 9-12 시 (목양실)
- 불우이웃사역: 수요일 오전 7:30-10:30 시.

연관 말씀

- 영어예배사역: 토요일 오후 4-6 시 (St. Mark’s UMC)

빌립보서 3:4-14
무엇이든지 내게 __________ 것을 내가 __________ 위하여 다 해로
여김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__________ 함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__________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__________ 바 되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 갑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은 옛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앞에서
이끄러가시는 주님을 바라 보며 매일 매일 한 걸음 식 나아가는 것입니다.

- 카드사역: 주일 친교 후 (제작) 목요일 오후 1 시-4 시 (심방)
- 중보기도: 주일 오전 10:30-11 시 (소예배실. 서덕자 집사 인도)

v 봄방학 알림 금요 청년 모임은 방학 관계로 3/18 휴강합니다.
v 예배 청지기
오늘 사랑의 식탁은 김숙경 성도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친교 후 뒷 정리는 나이 혹은 생일이 숫자 ‘2’로 끝나는 분들의 담당입니다.
(예: 32 살, 42 살, 52 살… 이신 분들 혹은 생일이 2 일, 12 일, 22 일… 이신 분들)
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표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KUMC”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