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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가 주 동 신 교 회 12 월 목 회 캘 린 더

복음을 복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not I,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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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losed

Office Closed

Office Closed

Office Closed

Office Closed

섬기는 사람들

교회 표어

담임목사

문병민, 장햇살, 김성근, 

이미란, 이광범, 박승근, 

Daniel Kim, 김윤기 

주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   

714-680-6418    

목사

협동목사 정영목

전도사

홍숙현, 이진영, 김진영, 

Andrew Han, Lena You, 

Michael Cha

인턴
전도사

Sam Hahn,  

Jonathan Robinson

프리스쿨디렉터 Amy Kim

간사 최한진 (디자인)

시무
장로

신영도, 김진걸, 황동규, 

김영규, 이순근, 박성식, 강영욱 

백정우 

Fax

1부 엄상만 집사

2부 정인봉 장로

3부 강신면 장로

1부 박태영 집사

2부 강영욱 장로

3부 박승우 장로

1부 이종근 집사

2부 이종표 장로

3부 신영도 장로

1부 김준수 집사

2부 김진걸 장로

3부 황동규 장로

1부 황윤정 집사

2부 김영규 장로

3부 이성직 장로

새가족반 성경 공부 (9:30 AM, 새가족부실)

 

EC 모임

주일학교 성경공부

중등부 성경공부   

(7:30 PM, EC 친교실)

 (7:30 PM, 각 교실)

(7:30 PM, 중등부실)

성가대 연습

청년부 올빼미 기도회

(8 PM, 각 연습실)

(8 PM, 헤세드 홀)

고등부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청년부 올빼미 기도회 

(7:30 PM, EC 예배실)

(8 PM, 각 연습실)

(8 PM, 헤세드 홀)

전체 위원회 모임 (7:10 AM, 헤세드 홀)

성가대 연습

청년부 올빼미 기도회  

(8 PM, 각 연습실)

(8 PM, 헤세드 홀)

성가대 연습

청년부 올빼미 기도회

 (8 PM, 각 연습실)

(8 PM, 헤세드 홀)

성가대 연습

청년부 올빼미 기도회  

(8 PM, 각 연습실)

(8 PM, 헤세드 홀)

EC 모임

주일학교 성경공부

중등부 성경공부  

(7:30 PM, EC 친교실)

(7:30 PM, 각 교실)

(7:30 PM, 중등부실)

EC 모임

주일학교 성경공부

중등부 성경공부

(7:30 PM, EC 친교실)

(새벽기도회 및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7:30 PM, 각 교실)

(7:30 PM, 중등부실)

(7 PM, 헤세드 홀)

당회 (1:30 PM, 목양실)

새가족반 수료식 (9:30 AM, 새가족부실)

토요새벽예배

토요새벽예배

설교: 장햇살 목사

토요새벽예배 설교: 김윤기 목사

토요새벽예배 설교: 김성근 목사

1/4

설교: 문병민 목사
수요예배

(9:30 AM, 친교실)
 

(4 PM - 7 PM, EC 예배실)
Troy 고등학교 학생 초청 Praise Night

(11 PM, 본당 및 헤세드 홀)

송구영신예배

에녹회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행사
신약 파노라마 화요반 종강

(10 AM, 헤세드 홀)

신약 파노라마 목요반 종강

(8 AM, First Baptist Church)

선교부 “Homeless Outreach”

(2 PM, 경로사역부)
그린필드 양로병원

(12월 20일(금) - 21(토), EC 예배실)고등부 Lock-in

(9:45 AM, 본당)

동신 유치원 성탄 발표회

(7:30 AM, Maple Neighborhood Center)

Breakfast with Santa

기도: 정순란 권사

찬양: 3교구 찬양팀

EC 모임

주일학교 성경공부

중등부 성경공부   

(7:30 PM, EC 친교실)

 (7:30 PM, 각 교실)

(7:30 PM, 중등부실)

수요예배 기도: 이미자 권사

특송: 동신 여성 콰이어

설교: 김용환 목사
         (미주 장신대 교수)

수요예배 기도: 최금옥 권사

찬양: 청년부 찬양팀

기도: 허영화 권사 
수요예배

 

(1:30 PM, 본당)

교육부 크리스마스 발표회

(4 PM, EC 얘배실)

청년부 연말 뱅큇

(4 PM, EC 예배실)

음악위원회 송년모임

(4 PM, EC 예배실)

EC “Christmas Potluck 
and White Elephant Party”

대강절 
첫째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

성탄 주일

Christmas Day

New Year’s Day

2020 예산 공동의회 (3부 예배 후, 본당)

2020 예산 제직회 (1:30 PM, 헤세드 홀)

청년부 “House to House Caroling” 

항존식 은퇴식 (3부 예배 시) 

하반기 교역자 수련회

2020 교구 리더 훈련
(1:30 PM-5:30 PM, EC 예배실)

2019-2020 특별 새벽 기도회 “Turning Point” 

Office Closed

12월 30일(월) – 1월 4일(토)

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담임) 12월 30일(월) - 31일(화), 백정우 목사 1월 2일(목) - 4일(토)

(12월 27(금) - 29일(주일), Palomar Christian Conference Center)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교육부 교사 모임

영아부 중보기도 모임

(1:30 PM, 유년부실)

(2 PM, 영아부실)

새가족반 성경공부 (9:30 AM, 새가족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