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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1부 8:00 am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 한국어
2부 11:00 am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있는 예배 / 한국어
E M 예배

1:30 pm 청년들의 열정이 넘치는 Oikos 예배 / 영어

새벽 기도회

화 - 금 5:30am,

토 6:00am

수 7:30pm

토 7:00am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11:00 (예배 & 성경공부)

2부 (오전 11:00)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425)

1) 다와서 찬양해

2)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200)

2) 생명주께있네
3) 십자가를 참으신
4) 내 구주 예수를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김창기 집사

이석훈 안수집사

중고등부 11:00 (예배 & 성경공부)

있으니

You are my all in all.
신수언 안수집사
권태산 목사

주일주방
섬김목장

9/15

9/22

1부

김창기 집사

황평강 집사

9/29
고광조 집사

2부

이석훈 안수집사

김 훈 집사

김진홍 안수집사

목장

황정희 쟈넷리 김정선
김혜령 김창기 박찬호

박선미 박민정 장선혜
고금선 고광조 박찬호

시간

10am - 1:30pm

10am - 1:30pm

이애자/김광희

김명혜 이 앤마리 차현정
정영옥 정기현 박찬호

10am - 1:30pm

김길종/김순천

행11:19-26
권태산 목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5
주 만 바라 볼찌라

1. 20일 다니엘 기도회
*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3일이 남았습니다.
* 일 시: 2019. 8. 21 ~ 9.18. (월~금)

* 시 간: 오후 7:30 ~ 8:45

장 소: 본 당

2. Vision Night
*2020년 사역과 목회방향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Vision Night 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일시: 9/27 (금) 7:30 PM (6시 부터 식사 제공), 9/28 (토) 6:00 AM -2:00 PM 장소: 본당

3. 새벽기도회
* 9월 24일 부터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 시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4. 제 65기 새가족반 개강
* 얼바인 침례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성도들을 위한 제65기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 일시: 9/15, 9/22, 9/29 주일 (3주) 오후 1:30

* 장소: 중등부실 (비전센터 2층)

* 문의: 새가족 팀장 Hannah Choi 집사 (949)557-7440

5. 9월15일 (오늘) 제직회 소집공고
* 일 시: 9월 15일 오전 9시 45분
* 안 건 : 1) 교회 현황 보고
3) 시무권사 후보 인준

* 장 소: 친교실 (예정)
2) 헌장 개정위원 선출
4) 드림랜드 이사 건

6. 9월15일 총회는 취소 되었습니다.
7. QT 1년 정기 구독 신청 마감
* 오늘 까지(15일) 주문을 받습니다. 1 년 정기구독 비용 ($48, Cash only)
* 문의: 문에릭 목사 (408)205-1482

8. 큐티 나눔방 개강
* 일시: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친교실
문의: 김명혜 권사 (949)702-7021
* 첫 모임에는 풍성한 QT 나눔을 위해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9. 자원봉사자 모집
* 피아노 반주, 찬양팀 악기,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문의: 신수언 안수집사 (949)705-7262

10. 저소득 유방암 검진
* 9월 21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40세 이상 무보험자를 위한 유방암 검진이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Grace Kim (714)871-4488 (월, 수, 금 오후 4시까지)

11. 주일 점심 도우미 구함
* 주일 점심 도우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Mission을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10 am-1:30 pm)
* 문의: 주방사역팀장 구정애 권사 (949)812-332
1. Mission: 쌀 씻고 밥 안치기, 테이블 닦기, 써빙, 뒷정리

2. 인원수: 남성 2 & 여성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