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늘 찬양예배로 섬겨주신 옹기장이 선교단에 감사드립
니다. 선교단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기를 기도합니다.

2. 어제 홈리스 사역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중고등부 사역자로 김우승 전도사를 청빙하여 10월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1:30에 Hearth Room에서 드립니다.

4.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당회원)

5. 하반기 세례/입교 신청을 다음 주일(9/25)까지 받습니다. 
(문의: 당회원)

6. 다음 주일(9/25) 새가족 환영회가 3시 Hearth Room에
서 있습니다.

7. 다음 주일 (9/25) 목장리더/성경리더 모임이 4시 교회 사
무실에서 있습니다.

■ 9-10월 모임/예배/행사 안내

• 9/25(주) 새가족 환영회 (3pm, Hearth Room)

목장리더/성경리더 모임 (4pm, 사무실)

• 10/2(주) 정기당회 (3pm, 사무실)

권사선출 일정 및 방법 공지

• 10/9(주) 추수감사절 연합 성찬예배 (1:30pm, 본당)

• 10/15(토) 4차 홈리스 사역 (10am-2pm, Ray of Hope)

• 10/23(주)권사선거를 위한 1차 공동의회 (2:30pm, 본당)

• 10/30(주)목장리더/성경리더 모임 (3pm, Hearth Room)

설립 2005년 3월 6일 / 통권 22-38호

주님의 교회 주일 찬양예배 (2022.9.18) 교회소식

인도: 송동한 목사

환 영 ------------------------- 다 같 이

묵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소 개 ------------------------- 인 도 자

경 배 와 찬 양 ------ 찬양 콘서트 ------ 옹 기 장 이

광 고 ------------------------- 인 도 자

봉 헌 ------------------------- 다 같 이

축 도 ------------------------- 인 도 자

2022년 주님의 교회 표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성벽의 기초를 재건하라”     
(느헤미야 4:6)

참여문의

아동부/영,유아부/한글문화학교 - 엄미영 전도사 (416-522-2246)

중고등부 - 김우승 전도사 (226-899-7154)

청년부 - 김혜연 간사 (548-333-5475)

교회학교 예배/모임 안내

영유아부
예배

(주일)오후12:15 
Blue Room

아동부 예배
(주일)오후 1:30
Celery Room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후1:30 Hearth Room

청년부
모임

(주일)오후 1:00 Purple Room

한글
문화학교

(토) 기초: 오전10:00 / 중급: 오전11:30/고급 오후 1:00

일자
대표
기도

헌금
계수

안내 소독 미디어 친교

9/18
찬양
예배 김형석

장만식
김경숙
서선이
안정희

박경미
윤길숙

이상혁
이평화
장용찬
함 용

김애란
정희영
최정인

9/25 서하경

예배위원 안내

온라인 양육프로그램 안내

주님께 드린 예물 (9월11일)

헌금합계 $2,230

온라인헌금 (e-transfer): joonimchurch@gmail.com

크리스천 202 (영성훈련 입문) 매주 토요일 ( 8:00 am )

크리스천 301 (영성훈련 중급) 매주 화요일 ( 7:00 pm )

▪ (*) 표는 일어섭니다.   
▪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창세기 강해 35>

“인내 다음의 은혜” (창 26:12~22) 

말씀: 송동한 목사

수요 예배 (9/21) :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예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