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모임: 집사회 총회, 오후 1:30, 회의실 

3. 금주 모임  

•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화 오전 11시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빌립보서 강해 

• 수요예배, 오후 7시, 출애굽기 강해 ●    인도자반 성경공부, 토 오전 8:30 

• 디모데 금요예배/총회, 오후 7:15 ●    새가족 환영회, 토 오후 5시, 소친교실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4. 연합예배 일정 
• 추수감사주일, 11/18(주일) 오전 11시 (당일 예배 한 번, KM/EM/중고등부/어린이 연합) 
• 성탄주일, 12/23(주일) 오전 11시 (당일 예배 한 번, KM/EM/중고등부/어린이 연합) 

5. 추수감사주일예배 예행연습: 11/11(주일) 오후 1:30,  본당 

6. 제직임직식: 12/9(주일) 3부 예배 중 

7. 새가족 환영회 
• 대상: 2018년 3월 이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    문의: 황지애 장로, 윤경희 집사 

• 11/10(토) 오후 5시, 소친교실, 저녁식사와 Baby sitting 제공 

8. 총회 일정 
• 디모데 선교회: 11/9(금) ●    바울 선교회: 11/11(주일) 

• 제 2여선교회: 11/11(주일)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    찬양대 총회: 12/2(주일) 

9. 성탄선물: 제 3세계 어린이에게 보내는 성탄 Shoe Box 선물과 현금 Donation을 모읍니다 (10/28~11/11 Lobby, 제 2여선교회 주관, 문의: 채소영, 김인숙 집사, 게시판 참조). 
10. 일대일 제자양육 
• 양육자/동반자반 등록, 3부 예배후 Lobby, 문의: 김한나 집사, 게시판 참조 
• 일대일 동반자반 Orientation: 11/18(주일) 오후 1시, 어린이 예배실 

11. 세례신청: 성탄주일(12/23)에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세례교육일정: (장년) 11/25, 

12/2, (유아) 12/9 오후 1:30, 회의실, (세례자 당회문답) 12/16 

12. 제 1 여선교회: 11월 성경암송카드가 Lobby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11/6(화) –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 11/9(금) – 디모데 선교회 총회 

• 11/10(토) – 새가족 환영회  

• 11/11(주일) – 제 2여선교회/바울선교회 총회, 

 감사주일 연합예배 예행연습 

• 11/12(월) – 제 1남선교회 임원회 

• 11/18(주일) –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일대일 동반자반 Orientation 

• 11/21(수) – 수요예배 없음 

• 11/23(금) – 중고등부 금요모임 없음 

• 11/25(주일) – 성찬식, 세례교육 I 

• 12/1(토) – 당회원 간담회 

금주의 묵상 성구 

11/4(주일) 대하 7:11~22 

11/5(월) 대하 8:1~16 

11/6(화) 대하 8:17~9:12 

11/7(수) 대하 9:13~31 

11/8(목) 대하 10:1~11 

11/9(금) 대하 10:12~19 

11/10(토) 대하 11:1~12 

11/11(주일) 대하 11: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