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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배 오후  7 시  

 Thanksgiving Holiday 

 No Worship 
 
 

디모데금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김 인 목사, “역전을  기대하라” 

본문 여호수아 8:1~3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7 시 
설교 정영환 목사, “온전한 용서, 온전한 믿음” 

본문 창세기 50:15-26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한국어: 오전 9:15 , 11:15 

•영어와 중고등부: 오전 11:15 

• 유초등부: 오전 11:15 

 

주중 예배 및 모임 

• 수요 예배: 오후 7  

• 디모데 예배: 금 오후 7시 

• 중고등부 예배: 금 오후 7시 

•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7시 

•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 토 오전 8:30 

• 40~50대 QT나눔방: 금 오전 10시 

주일 성경 공부 

•한국어: 오전 9:50 

• 중고등부: 오후 12:15 

•유치부/유초등부: 오전 11:45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지난 주 헌금통계(2주간) 

주일예배 주중예배 EM/중고등부 7,483.16 

1부 41명 수요예배 14명 주일학교 71.00 

3부 현장 155명 Youth(금) 13명 감사 1,126.80 

3부 온라인 28명 디모데 52명 선교 40.00 

EM 47명 토요 11명 디모데 134.00 

Youth    19명     

주일학교 37명   추수감사헌금 350.00 

합계 327명   
일반헌금합계 22,565.98 

지정 3,460.0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영환(469-525-6639) 디모데/장년교육 부목사: 김인(254-245-5871) 

어린이 사역: 허은형(651-829-5837) 찬양대 지휘: 이은실(651-788-1641) 

반주: 남경아, 유은별, 이지원, 정빛나, 최은혜 사무장: 이은실(763-560-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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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주일 

  1/3부 KM연합예배 
고린도후서 9:9   

“감사의 방정식” 

설교: 정영환 목사 

 

기도: 박윤주 장로 

 

특별찬양대 찬양 : 

“추수감사의 노래” 

 

결단찬양: 

“은혜” 

 

봉헌: 목장 인도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전 11:15      

  전주 

 * 환영 및 예배로의 부름  

 * 경배와 찬양(엘리에셀 찬양팀) 

  기도 

  성경봉독 

  특별찬양대  

  설교 

  결단의 찬양 

 * 봉헌 

  교회소식 

 * 축도 

  후주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11/20 11/27 12/4 12/11 

기도 
1부 - 김지현 집사 김진희 집사 강금주 집사 

3부 박윤주 장로 손창수 장로 김석년 장로 이미숙 장로 

안내 스데반  목장 스데반  목장 미소  목장 미소 목장 

동시통역 - - - - 

친교 

1부 - 조소정 조용현 최의숙 

3부 감사절 만찬 소망 목장 2022년조 제직 주빌리 목장 

토요 구승모(11/26) (12/3) 김옥희(12/10) (12/17) 

강단헌화 추수감사주일 원정현 대림절 대림절 

차량봉사 사공희 김기현 장재희 유지덕 

 

 

1.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목장에서 준비하신 추수감사주일 만찬을  예배 후 Gym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장예배 재개에 대한 안내 

o 주일 및 주중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o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예배 및 성경공부의 원할한 중계를 위해 교회 게스트를 위한 와이파이를 당분간 

제한합니다. 예배나 성경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3. 추수감사주일 연휴 안내  

ㅇ이번 주 수요예배(11/23)는 없습니다. 

ㅇ토요새벽기도회와 성경공부인도자모임(11/26)은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ㅇ사무실 휴무: 11/24(목)-25(금) 

4. 각 기관 총회: 

ㅇ 집사회- 11/27, 3부예배후, 본당 

ㅇ 글로리아 찬양대- 11/27, 9:40am, 찬양대실 

         ㅇ 제 1남선교회- 11/20, 오늘 예배후, 회의실 

         ㅇ 제 2남선교회- 11/27, 3부예배후, 어린이예배실 

         ㅇ 제 2여선교회- 12/11, 1시, 어린이예배실 

5. 세례신청 

     ㅇ장년 및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ㅇ세례식: 성탄주일 (12/25, 주일)  

     ㅇ세례교육 시작( 12/4, 주일) 

6.   Youth Orchestra: 성탄전야 예배와 성탄주일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ㅇ연습: 주일오후 1시~3시, 성가대실 

                   (11/27, 12/4, 12/11, 12/18 and Dress rehearsal)     

     ㅇ문의: 이은실, 사무실  

 
 <금주의  묵상성구> 

11/20(주일) 창 49:8~21 

11/21(월) 창 49:22~33 

11/22(화) 창 50:1~14 

11/23(수) 창 50:15~26 

11/24(목) 시 32:1~11 

11/25(금) 시 33:1~22 

11/26(토) 시 34:1~10 

11/27(주일) 시 34:11~22 

 

 

 

❖  앞으로의 행사 일정 

 

      11/27(주일) – 대림절 첫째 주일 

      11/30(수) – 목자모임 

      12/4(주일) – 성찬식, 임직식 

      12/10(토) – 정기당회 

      12/25(주일) – 성탄주일 Em/Km 연합예배,    

                                세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