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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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2. 오늘 모임  

 한인 체육대회 2차 모임, 3부 예배 직후, 어린이 예배실 

 제 1여선교회 임시 임원회의, 3부 예배 직후, 회의실 

 디모데 LT, 오후 2시, 본당 

3. 금주 모임  

 수요예배, 오후 7시, 출애굽기 강해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7시, 사도행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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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4. 2019 가을 성경강좌 

 성경을 더 알기 원하는 모든 성도 대상 

 시간과 장소: 9/15, 9/22 주일 오후 1:30~3:00, 본당       ●  강사: 정영환 목사 

                                (9/15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 9/22 신약시대에 구약성경을 읽는 법) 

5. BCCS: 집사회 주관 지역구제사역 

 학용품, 방한용 장갑, 모자, 양말, 자켓, canned/non-perishable food, hygiene items, 현금 

 기간: 9~10월 두 달간 ●   문의: 박은영, Steve Oh 집사, 게시판 참조 

6. 2019 한인체육대회 

 일시: 9/21(토) 오전 8시~오후 6시 ●   문의: 봉사위원회, 장선영 집사, 이미숙 장로 

 장소: Coon Rapids Soccer Complex (1705 111th  Ave., Coon Rapids, MN 55443) 

 점심식사 오전 11시, 참석자 게시판에 기명 요망 

7. 목자/부목자 수양회 

 일시: 9/28(토) 오전 9시~오후 2시, 소친교실 ●   문의:안남희 장로, 강금주 집사 

 목자/부목자 부부, 말씀 사역자 부부, 관심있는 모든 분 환영, Babysitting 제공, 게시판 참조 

8. 2019 전교인 심방 

 심방날짜: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2~3가정 

 목장소속: 목자와 상의하여 심방 일정을 정한 후 목양위원회로 신청/비소속: 목양위원회로 신청 

 신청: 목양위원회 안남희 651-707-6162 namheeahn@gmail.com, 강금주 952-217-3663 

……………………………………………………………………………………………………………………...................... 

 향후 4주 행사       

 9/15(주일) – 2019 가을 성경강좌 I  

 9/20~22(금~주일) – 디모데 개강수련회  

 9/21(토) – 한인체육대회 

 9/22(주일) – 2019 가을 성경강좌 II 

 9/25(수) – 목자모임  

 9/27(금) – 중고등부 신입생 환영회 

 9/28(토) – 목자/부목자 수양회 

 10/5(토) – 당회, 여선교회 연례바자  

 10/6(주일) – 성찬식, 일대일 동반자반 종강 

 

      금주의 묵상 성구 

9/8(주일) 레 15:1~18 

9/9(월) 레 15:19~33 

9/10(화) 레 16:1~10 

9/11(수) 레 16:11~22 

9/12(목) 레 16:23~34 

9/13(금) 시 119:1~16 

9/14(토) 시 119:17~32 

9/15(주일) 시 119: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