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역팀 안내서와 신청서를 참조하시고 한팀 이상
지원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2년헌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작년에 등록한 새가족과
주소등 변경사항이 있는 분들은 별지로 배포된 헌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문의: 서하경 장로)

3.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교회 체육관(gym)에서 족구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 이평화/이동규 집사)

4. 이주: 서정민/유선영 집사 (수현, 나루, 한나) 가정이
서정민 집사 직장 관계로 오타와로 이주 하십니다.

5. 등록: 최은애/이영호 성도 가정 (아들 시우, 어머니 선옥기) 
(2목장 배정)

6. 불필요한 지출집행을 예방하고자 주요 예산은 사전에
재정팀의 점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1/22(주) 교역자/당회원 기도 모임 (3시,사무실)

• 1/29(주) 목장리더/성경리더 모임 (3시, Hearth Room)

• 2/5(주) 정기당회 (3시, 사무실) 성찬예배 (1시30분, 본당)

• 2/12(주) 정기 제직회 (2부 예배 후, 본당)

• 2/19(주)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2부 예배 후, 본당)

• 2/26(주) 목장리더/성경리더 모임. (3시, Hearth Room)

설립 2005년 3월 6일 / 통권 23-4호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2023. 1. 22)

수요 예배 (1/25) :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예배

교회소식

인도: 송동한 목사

환 영 ----------------------- 다 같 이

묵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경 배 와 찬 양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안정희 장로

찬 양 ------- 오직 예수 ------ 성 가 대

성 경 봉 독 ----- 사 49:12 ~ 18 ----- 인 도 자

설 교 ---- 베푸시는 하나님 ---- 송동한 목사

찬 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축 도 ----------------------- 인 도 자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창세기 강해 51
제목: 두렵다 할지라도 (창 32:1~12)
말씀: 송동한 목사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교회”    
(마 16:16~18)

참여문의

중고등부 – 김우승 전도사(226-899-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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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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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친교

1/22 안정희
김형석
장만식

김경숙
서선이
안정희

이상혁
이평화
함 용

김근희 김애란
윤길숙 정희영

하희정1/29 임신철

예배위원 안내

주님께 드린 예물 (1월 15일)

헌금합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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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는 일어섭니다.   

▪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토요새벽예배 (1/28) : 오전 6시, 본당

찬송: 224장 & 442장
제목: 바울의 기도 13 (롬 15:5~13)
말씀: 송동한 목사

최근 COVID-19과독감의 유행으로 주정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바,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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