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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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 MN 교협주관 연합집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박희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3. 오늘 모임: 연합집회, 오후 1:30, “예수님의 선교 전략” (어린이 Program 있음)  

4. 금주 모임 

• 수요예배, 오후 7시, 중보기도의 밤  ●  핸드벨 교실, 토 오전 8:45, 어린이 예배실 

• 연합예배 준비모임, 수요예배 직후, 회의실 ●  여선교회 일일수련회, 토 오전 9:30, 소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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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바울 찬양예배, 토 오후 5시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민수기 강해 

5. 국내선교: 지난 주일 헌금의 10%인 $1,281을 교단 한인개척교회 사역을 위해 보냅니다. 

6. 골수기증: Ally Kim(2살)을 위한 골수 기증 가능 검사를 합니다 (오늘 오후 1:30 까지, Lobby).  

7. 세례신청: 성탄주일에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신청마감: 11/5 토, 세례교육 일정: 11/6, 13, 20 오후 1:30, 회의실). 

8. 일대일 제자양육  

• 동반자반 종강: 다음 주일 오후 1:30 ●  동반자반 수료식: 10/16(주일) 3부 예배 

• 양육자반 안내: 10/16(주일)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대상: 내년 양육자)  

• 동반자반 안내: 10/30(주일)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대상: 새로운 동반자) 

• 등록 문의: 일대일 제자양육팀 (변정민 집사 320-253-1925) 

9. 목자 수양회 

• 일시: 10/22(토) 오전 10시~오후 4:30 ●  대상: 목자/부목자  

• 장소: Maple Grove Community Center  

10. 새교우 

• 새교우반: 10/23(주일) 오후 1:30~3:30, 어린이 예배실, 새교우반을 이수하지 않은 등록 교우
• 새교우 환영회: 10/29(토) 오후 5시, 소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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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4 주 행사                         

• 10/5(수) – 중보기도의 밤, 연합예배 준비모임 

• 10/8(토) – 당회, 여선교회 일일수련회,  

  핸드벨 교실, 바울 찬양예배 

• 10/9(주일) – 성찬식, 동반자반 종강 

• 10/16(주일) – 동반자반 수료식, 양육자반 안내 

• 10/22(토) – 목자 수양회, 중고등부  Apple Orchard 

• 10/23(주일) – 새교우반  

• 10/29(토) – 새교우 환영회 

• 10/30(주일) – 양성식 선교사 초청 설교, 

  동반자반 안내 

• 11/2(수) – 중보기도의 밤 

• 11/5(토) – 당회  

 

         금주의 묵상 성구 

10/2(주일) 롬 11:13~24 

10/3(월) 롬 11:25~36 

10/4(화) 롬 12:1~8 

10/5(수) 롬 12:9~21 

10/6(목) 롬 13:1~7 

10/7(금) 롬 13:8~14 

10/8(토) 롬 14:1~12 

10/9(주일) 롬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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