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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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모임: 새가족 교육 I,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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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연합 부흥회, 금~주일, 복음연합감리교회  

4. 수료식: 일대일 제자양육 제 6기 동반자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강지나, 김이철, 김지영, 류수희, 염화정, 윤영지, 이복임, 이은실, 정상렬, 정수경, 최아미 

5. 가을 연합 부흥회: MN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 10/18~20(금~주일) 

 주제: “ 내가 쓰러진 그 곳에서”  ●  강사: 송병주 목사 (LA 선한청지기교회 담임목사) 

 금 오후 7시, “오후 5시에”, 마 20:1-7, 시 48:14 

토 오전 10시, 청장년 연합, “실패하여 도망친 들판에서”, 출 3:1-10 

토 오후 7시,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시 113:5-9 

주일 오후 2시,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창 38:1 

 장소: 복음연합감리교회 (717 Highway 7, Hopkins, MN 55305), 게시판 참조 

6. 새가족 

 새가족 교육 II: 10/26(토) 오후 3:30, 어린이 예배실 

 새가족 환영회: 10/26(토) 오후 5시, 소친교실 

7. 일대일 제자양육: 등록/문의: 제자양육팀 김한나 집사(312-810-6697, kimx3433@umn.edu) 

8. BCCS(집사회 주관 지역구제사역): 9~10월 두 달간, 문의: 박은영/Steve Oh 집사, 게시판 참조 

9. 전교인 심방: 신청/문의:안남희 장로 651-707-6162, 강금주 집사 952-217-3663 

11. 생명의 삶: 10/27(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연간 구독료 $30, 문의: 정상렬 팀장, 황청수 장로 

10. 총회: 제 2남선교회(11/3, 3부 예배 직후, 회의실), 디모데(11/15), 제 1여선교회(11/16, 수양회 일정 

중), 제 2여선교회(11/17, 3부 예배 직후, 어린이 예배실)  

11. 모집 

 칸타타/추수감사주일을 위한 특별찬양대와 오케스트라 

o 문의: 권규식 대장(특별 찬양대), 이은실 지휘자(Orchestra) 

 주일 오전 차량 봉사자 

12. 문의: 구승모 집사 seankoo71@gmail.com 
……………………………………………………………………………………………………………………...................... 

 향후 4주 행사       

 10/13(주일) – 일대일 동반자 수료식, 새가족 교육 I 

 10/18~20(금~주일) – MN교협주관 연합부흥회 

 10/26(토) – 새가족 교육 II, 새가족 환영회 

 10/30(수) – 목자모임 

 11/2(토) – 퇴수회 

 11/3(주일) – 집사회 총회 

 11/8(금) – 디모데 총회 

 11/9(토) – 디모데 열린예배 

      금주의 묵상 성구 

10/13(주일) 레 22:1~16 

10/14(월) 레 22:17~33 

10/15(화) 레 23:1~8 

10/16(수) 레 23:9~22 

10/17(목) 레 23:23~32 

10/18(금) 레 23:33~44 

10/19(토) 레 24:1~9 

10/20(주일) 레 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