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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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모임  

• 세례자 당회 문답, 오후 1:30, 회의실 ●  글로리아 찬양대 총회, 3부 예배 직후, 예배당 

• 선교위원회 모임, 오후 1:30, 중보기도실 

3. 금주 모임 

• 수요예배, 오후 7시, 중보기도의 밤 ●   다비다 여성회, 토 오전 8:30, 107호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시 ●   1여선교회 송년모임, 토 오후 12:30, 소친교실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바울 찬양 예배와 총회, 토 오후 5시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민수기 강해 

4. 안수/임직: 다음 주일 오전 11시 (1부 예배 있음, EM/KM 3부/중고등부 연합) 
5. 연합예배 일정 

• 성탄주일, 12/25 오전 11시 (당일 예배 한 번, KM/EM/중고등부/어린이 연합) 

• 금년 성탄전야예배(12/24)와 송구영신예배(12/31)는 없음 

6. 2017 임원단 

 집사회 제 1남 제 2남 제 1여 제 2여 디모데 회장 김경애 강명섭 구승모 마혜순 김인숙 이화주 총무 Steve Oh - 조용현 최의숙 김애련 주니치 서기 조용현 정지석 사공희 송영미 박윤혜 이호재 회계 남경아 김영길 박종문 박수옥 윤연정 정광준 고문 담임목사 김영석 황청수 이미숙 안남희 차병권 

7. 성탄주일 예행연습: 12/18(주일) 오후 1:30, 예배당 

8. 찬양대원: 성탄주일 특별찬양대원 모집, 문의: 조용원 집사(ywcho55@hotmail.com) 

9. 봉헌송: 2017년도 봉헌송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윤연정, 김지현 집사). 

10. 2017 달력: 각 목장 목자들과 비소속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 요람정보: 2017 교회요람에 실릴 개인정보를 수정바랍니다 (Lobby,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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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4 주 행사                         

• 12/7(수) – 중보기도의 밤 

• 12/10(토) – 바울 찬양예배와 총회, 다비다 여성회, 

  제 1여선교회 연말 모임 

• 12/11(주일) – 제직 임직식 

• 12/14(수) – 목자모임 

• 12/16(금) – Youth Christmas Party 

• 12/17(토) – 당회  

• 12/18(주일) – 성탄주일 예행연습, 한글학교 종강 

• 12/24(토) – 토요 인도자 성경공부 없음 

• 12/25(주일) – 성탄주일 연합예배, 세례식 

 1 & 2부 및 주일오전 성경공부 없음 

     금주의 묵상 성구 

12/4(주일) 시 24:1~10 

12/5(월) 시 25:1~22 

12/6(화) 시 26:1~12 

12/7(수) 시 27:1~14 

12/8(목) 시 28:1~9 

12/9(금) 시 29:1~11 

12/10(토) 시 30:1~12 

12/11(주일) 시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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