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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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모임: 제 1여선교회 임원회의, 3부 예배 직후, 107호 

3. 금주 모임  

• 수요예배, 오후 7시, 출애굽기 강해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15 ●    토요 인도자반 성경공부, 오전 8:30, 회의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빌립보서 강해 ●    중고등부 Ski Trip, 토 오전 9시, HSSA  

4. 신년기도제목: Lobby 에 비치 중인 2019 신년기도제목을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수거함에 넣으시고, 작년 신년예배 때 제출한 기도제목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 사역자 세미나 
• 주제: “오직 성령에 매여” ●    일시: 2/3 (주일) 오후 1:30~3:30 

• 대상: 교회 각 부서에서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모든 성도 

• 내용: 새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롭게 헌신하도록 하는 말씀과 기도 

6. 하나님 나라 사역훈련  

• 1기: 정원 10명 내외, 2/16(토) 개강, 매주 토요일 오전 8:30~11:30 (12주 과정) 

• 목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목자, 성경공부 인도자를 포함)를 세우는 훈련 

• 자격: 일대일 제자양육(동반자반)을 마친 교우를 대상 

• 신청: 게시판에 기명 요망 

7. Vision Trip 

• 일정 및 지역: 6/16~25, Hungary-Ukraine (3차 선교 마지막) 

• 사역: 의료, 미용, 안경, 사진, 찬양, 중보기도 ●   모집인원: 15명 이내 

• 신청 마감: 2/24(주일), 게시판 참조 ●   문의: 마영찬 장로/임석근 집사 

8. 디모데 개강새벽기도회: 1/22~25(화~금), 오전 7시, UMN Moos Tower 2-580 

9. 제 1 여선교회: 정기회, 1/27(주일) 3부 예배 직후, 본당 

10. 봉사위원회: 모임, 1/27(주일) 제 1여선교회 정기회 직후, 107호, 점심식사 제공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1/22~25(화~금) – 디모데 개강새벽기도회 

• 1/25(금) – 중고등부 Movie Night 

• 1/27(주일) –제 1여선교회 정기회, 봉사위원회 모임 

  디모데 LT 

• 1/30(수) – 목자모임 

• 2/2(토) – 당회원 간담회 

• 2/3(주일) – 성찬식, 사역자 세미나 

• 2/8~10(금~주일) – 디모데 개강수련회 

• 2/16(토) – 하나님 나라 사역훈련 개강 

금주의 묵상 성구 

1/13(주일) 막 5:21~43 

1/14(월) 막 6:1~13  

1/15(화) 막 6:14~29 

1/16(수) 막 6:30~44 

1/17(목) 막 6:45~56 

1/18(금) 막 7:1~13 

1/19(토) 막 7:14~23 

1/20(주일) 막 7: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