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도록 초대합니다(전교인 대접: 제 1여선교회). 

2. 오늘모임 

• 제 2여선교회 총회, 3부 예배 직후, 회의실  

• 선교위원회 모임, 3부 예배 직후, 113호 

3. 금주 모임  

• 수요예배, 오후 7시, 중보기도의 밤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임직자 기도회, 수요예배 직후, 어린이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설교: 이종형 목사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15 ●  당회, 토 오전 9:30, 회의실 

4. 성탄선물: 제 3세계 어린이에게 보내는 성탄 Shoe Box 선물 62개와 현금 Donation $1,245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 임직자 기도회: 12/6(수) 수요예배 직후, 2020년조 임직자와 가족, 어린이 예배실 

6. 제직 임직식: 12/10(주일) 3부 예배중 

7. 세례자 당회 문답: 12/10(주일) 오후 1:30, 회의실 

8. 제 1 여선교회: 송년모임, 박수옥 집사 댁, 12/16(토) 오전 11:30, Potluck 

9. 2018 달력: 각 목장 목자들과 비소속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사역팀 모집: 2018년 사역 자원을 부탁 드립니다. Lobby에 비치되어있는 자원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자에게 혹은 헌금과 함께 12/17(주일) 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요. 

11. 2018 봉사: 2018 토요새벽기도회 친교 및 3부 친교와 강단헌화를 위한 Sign-up Sheet이 사무실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2. 봉헌송: 2018년도 봉헌송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이은실, 강금주 집사, 게시판에 기명). 

13. 담임목사: 12/4~7(월~목), 안과 진료차 시카고로 출타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12/6(수) – 중보기도의 밤, 임직자 기도회  

• 12/9(토) – 당회  

• 12/10(주일) – 제직 임직식, 세례자 당회문답 

 주일학교 성경암송대회 

• 12/15(금) – Youth Christmas Party,  

 디모데 Passion Night 

• 12/16(토) – 제 1여선교회 송년모임 

• 12/17(주일) – 한글학교 종강 

• 12/24(주일) – 성탄주일 전교인 연합예배(세례식) 

• 12/27(수) – 목자모임 

• 12/31(주일) – 송구영신 예배    

 
 

    금주의 묵상 성구 

12/3(주일) 욘 2:1~10 

12/4(월) 욘 3:1~10 

12/5(화) 욘 4:1~11 

12/6(수) 시 61:1~8 

12/7(목) 시 62:1~12 

12/8(금) 시 63:1~11 

12/9(토) 시 64:1~10 

12/10(주일) 시 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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