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은 목회자 또는 새가족위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주일 2부예배 후 (낮 12시) 새가족등록/환영실(107호)에서 있습니다.

알림
1. 전교인 송구영신예배,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안내:
① 전교인 2018-2019년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월) 밤 11시 20분, 본당
*12월 31일(월), 1월 1일(화)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② 2019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2019

주제 / “거룩을 향하여”
일시 / 1월 2-5일(수-토), 수-금요일 오전 6시 /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1월 2일(수) 수요성경강해, 1월 3일(목) 목요기도회는 없습니다.
일시
설교 제목
성경 본문
1월 2일(수)
거룩한 날
창세기 2장 1-3절
1월 3일(목)
거룩한 땅
출애굽기 3장 1-5절
1월 4일(금)
거룩한 예복
출애굽기 28장 1-5절
1월 5일(토)
거룩한 민족
베드로전서 2장 9-10절
* 헌금은 기간 중 자유로이 하시고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대표기도
김종대
이강원
엄정국
전봉규

*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친교실에 빵과 커피를 준비합니다. 간단하게 드시고 출근하세요.
2. 2019년 교회 표어: 산 위에 있는 동네 (City Upon a Hill) 마태복음 5장 14-16절
실천 구호 /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3. 2019년 제직, 순장/순모, 예배 봉사자 임명: 1월 6일(신년감사주일) 1,2,3부 예배 시
4. 창립 24주년 감사주일: 1월 13일(1월 둘째 주일)
5. 항존직 은퇴식 (사역장로, 안수집사, 권사): 1월 13일(창립감사주일) 2부예배 시
6. 1월 기도 캠페인: 1월 기도 캘린더에 있는 기도제목에 따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7. 2019년 제직 헌신 서약서 제출: 2019년에 서리집사 제직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제직헌신서와 2019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여 오늘(12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8. 2019년도 사역지원서: 오늘(12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9. 2019년 가정 기도 요청: 기도요청서에 가정의 기도제목을 적으시고 봉투에 넣어 제출해 주세요.
10. 2019년 헌금봉투 배부 (이름의 가나다순 배열): 본당 앞 로비에서 찾아가세요.
문의 / 노명신 (재정위원장 416-670-7665)
11. 득남 축하: ① 주영도/이은실1 (충성 6순) 가정 둘째 장남 주승리 12월 14일 출생
② 신은택/김유리 (감사 4순) 가정 첫째 장남 신태오 12월 24일 출생
12. 인사: 1월 1일자 청빙, 보직 겸임/변경, 사임(12월 21일자) :
① 청빙 / ㉠정해균 목사: Life Cycle 사역부(시니어사역, 결혼예비학교/부부캠프), 647-269-0388
㉡김홍균 전도사: 청년부, 416-526-0227
㉢현지혜: 밀알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 647-649-0984
② 보직 겸임,변경 / ㉠김대희 목사 (KM 청소년부): G2G KODIA 담당 겸임
㉡조재현 전도사: 찬양사역에서 청소년부 간사로 보직 변경
③ 사임 / 박동언 (성전관리)
13. 다니엘 한글문화학교 총무, 회계 담당자 모집: 각 1명
문의 / 박근언 (장학,특수사역위원장 adbc19@hanmail.net)
최경진 전도사 (77choikj@naver.com)

공동체
1. 사역순 모집: 문의 / 목상수 (소그룹 위원장 647-608-8089)
① 아담하우스순: 난민정착, 그룹홈 사역 (50대 순에서 순원 모집, 30대 순에서 순원 모집)
② EM 청소년순에서 순원 모집
③ 파송,후원선교사순: 재정지원을 제외한 선교사 support 사역
④ 기타 희망하는 사역순은 상의 후 결정

새가족
1. 새가족: 김윤숙1 (416-676-8880), 박현애 (416-884-3205), 이준영1 (647-949-3993),
채규성/김광진1 (647-678-4199)

축하
1. 생일: 황철수, 이호현, 박기순, 김정은1, 황정원, 이유우, 김용구, 이남희, 박종홍, 남혜승,
곽정아, 전현민, 한상열, 이성우, 박인숙, 이인, 김은정, 김미영, Jeffrey Eran, 윤미정, 유수진,
정하얀, 권구원, 윤홍남, 이부금, 강현수, 김승현2, 이충민, 정용훈, 송필남, 강창수, 김준덕,
조혜리, 김도훈, 김기택, 김민경, 김민형, 유태욱, 전혜숙, 박순아, 이재성1, 김인분, 임주선,
정미경, 박주희, 박준영, 조양임, 김보람1, 강용운, 문애정, 이경숙1, 문경주, 장혜진, 강이예
2. 결혼 기념일: 박장규/이현자 *2019년부터는 결혼기념일을 주보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성경 일독 (멕체인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일독

12월 31일(월)

역대하 36:11-23

대하 36, 계 22, 말 4, 요 21

요한계시록 21-22

1월 1일(화)

마가복음 1:1-15

창 1, 마 1, 스 1, 행 1

1월 2일(수)

마가복음 1:16-34

창 2, 마 2, 스 2, 행 2

1월 3일(목)

마가복음 1:35-45

창 3, 마 3, 스 3, 행 3

1월 4일(금)

마가복음 2:1-12

창 4, 마 4, 스 4, 행 4

1월 5일(토)

마가복음 2:13-22

창 5, 마 5, 스 5, 행 5

1월 6일(주일)

마가복음 2:23-3:6

창 6, 마 6, 스 6, 행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