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순서

주간 예배
수요예배

오전 11:45 말씀선포: 길민화 목사
예배 시작 10 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Call to Worship 예배부름
* Praise & Worship 경배와 찬양

윤상희 목사

주 앞에 나와
주님 계신 곳

중 보 기 도 와 봉사

수요일 저녁 7:30
경배와 찬양

..................

다같이

말씀

..................

길민화 목사

중보기도

..................

다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Sermon 말씀

Hymn/Offertory 예물봉헌
Offertory Prayer 봉헌기도

Announcement 교회소식

* Recessional Hymn 파송 찬송

* Benediction 축도

postlude 후주

새벽기도회

역대상 21:1, 11-17, 25-27

“전염병 앞에 선 다윗 왕”

화 – 금 새벽 5:30
말 씀

토 새벽 6:00
길민화 목사

..................

윤상희 목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윤대현 장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계신 곳

윤상희 목사

..................

3.

몽골 후레대학에서 선교하고 있는 길성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4.

북가주 밀알 선교단(장애우 선교단체, 김정기 목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

샬롬 장애인 선교회(박모세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6.

중국과 티벳을 선교하고 있는 정옥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7.

샘소는 교회(김현수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8.

도시선교 YWAM(홍성준 목사)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9.

북한선교(이재민 장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0. 각 목장의 은혜로운 목장모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1.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12. 부설 알마덴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3. 다음 세대를 세우는 AWANA 프로그램 위해서 기도합시다.

윤대현 장로 아버지의 건강 회복과 구원
16. Covid 19 의 확산방지와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3 월 ‘믿음의 달’ 기도와 봉사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녁 8:00
인 도

KOMKED (대표 김백석 목사)한국 선교사 자녀교육 개발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양소원 집사 아버지의 건강 회복,

여선교회 기도회

윤상희 목사

2.

15. 이정환 집사 부모님의 건강 회복, 곽진성 집사 친정 어머님의 건강 회복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00
인 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김평육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4.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선교회 기도회

윤상희 목사

1.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

-

-

-

-

친교 후 뒷정리

-

-

-

-

-

친교 식사 준비

-

-

-

-

-

길민화 목사

..................

주일예배
대표기도

찬양축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8:00
* 는 일어서서 (remain standing)

인도

..................

다윗성 찬양팀

헌금 위원

-

교회 생활 안내

교회 생활 안내

▶ 교회 행사 계획

2020 년 3 월 22 일

산호세 밸리교회

2월 26일(수)- 4월 9월(목) 사순절 기간
3월 15일(주) 온라인 예배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4월 5일(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4월 10일(금) 성금요일(Good Friday)

우리가 섬기는 선교/후원지들

4월 12일(주) 부활주일

몽골 후레대학/길성호 선교사
KOMKED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 개발원/김백석 목사

1.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샬롬 장애인 선교/(박모세 목사
예수전도단(YM)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홍성준 목사

1) 예배 시작 5-10분전에 보내 드리는 링크를 교회 전체 카톡방 또는 교회 홈페이지

북한선교/이재민 장로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hesanjosechurch.org/onlineservice/)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목

사: 윤상희(담임) 길민화(부) 정혜숙(교육) Sean Randall 목사(EM, Youth)

교육행정 전도사: 김대위(Youth,Young Adult)
시무장로: 이성욱 이윤표 윤대현 박창민
목

장: 실버/ 목자 길민화, 한우리/목자 길민화
벧엘/ 이윤표, 부목자 이미숙, 아바드/ 목자 윤대현, 부목자 윤은아

4) 반드시 성경책을 앞에 놓고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은혜/목자 서상태, 부목자 서은희, 기쁨/목자 남종구, 부목자 채윤선

5)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6) 모든 순서가 마칠 때까지 동참합니다. (설교만 듣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트라이밸리/ 목자 박창민, 부목자 박영복
알마덴 한국학교: 교장/ 길민화 www.almadenks.org

교회모임안내

7) 헌금은 온라인 계좌나 체크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3.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각종 모임 및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4. 코비드(Covid)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찬양 축제

▶ 교우 소식
1. 투병 중이거나 몸이 불편한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넷째주일

나사렛 지방회 샘솟는 교회/김현수 목사

2. 코비드(COVID)19 극복을 위한 산호세 밸리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혜숙 목사님과 김대위 전도사님의 별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San Jose Valley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북가주 밀알 선교단/ 김정기 목사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산호세 밸리교회

월드미션 프론티어/김평육 선교사

▶광고

2) 예배 시작 10분전에 단정한 자세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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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교회

남선교회

주일 오전 11:45

유년주일학교

주일 오전 11:45

화-금 새벽 5:30

Youth

토 새벽 6:00

Group 예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 Q.T.

화, 목 저녁 10:30

알마덴 한국학교

금요일 오후 4:30

AWANA

주일 오후 2:30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00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00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00

각 목장 예배

주일 오전 11:45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녁 7:00

담임목사: 윤상희 (Rev. Sang Hee Yoon, Pastor)
635 Calero Ave. San Jose, CA 95123

Tel: (408) 472-9022, 472-5516

www.thesanjosechur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