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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快乐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Saehae bohk manie badeusaeyo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

스 노븜 고돔Syi novim godom!

씬낸 콰이러xin nian kuai le

С Новым Годом! 



2017년 12월 10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15:1-27

https://www.youtube.com/watch?v=ijhhAsy-1Fo
https://www.youtube.com/watch?v=4IsOWpr-dk8


2017년 12월 17일

출애굽기 13:1-22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지희 권사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소망

Deacon David Shin

Little by little, 
year by year

https://www.youtube.com/watch?v=gJscs8FdSOc
https://www.youtube.com/watch?v=TqRryTq8k94




Li，Yun 자매

권향련 집사

온 가족이 
믿음의 열매를

남주인 집사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배인구 전도사



정민영 집사

제 7기 제자훈련수료생 김함소 청년

제 7기 제자훈련 수료생 최치훈 집사



제7기 제자훈련 리더 정주영 집사

오인수 목사

노선희 권사



QPEM 김도현 목사

계화자 전도사

황혜옥 전도사

러시아어권예배부 송요한 목사

중국어예배부 첸유지 전도사 陈玉捷传道

오인수 목사

김재형 목사

고부영 전도사

함미희 전도사

이양미 전도사



오인수 목사 전도폭발위원회 최원일 장로

https://www.youtube.com/watch?v=d3C6tNgK5LM


제 55기 전도폭발수료생 황지현 집사



제 55기 전도폭발수료생 권향련 집사

채영주 장로



김해련 집사

단비TV

아콜라연합감리교회

퀸즈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필그림교회

후러싱제일교회

https://www.youtube.com/watch?v=U106fVsyysU


최성수 집사

정기영 집사



2부 소망1반 담임 이은술집사



아브라함 선교회

황인섭 장로

부족한 사람을 다시 아브라함선교회 회장으로 뽑아 주신 회원님들

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써 전도하며 많은 회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돌리겠습니다. 계속 기

도 부탁드립니다.

이희영장로

부회장으로써 회장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아브라함

선교회의 회원님들을 섬겨 교회부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

도해주세요

75세 이상

안나 선교회

주봉순 권사

안나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정성과 사랑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안나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황계덕 권사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안나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75세 이상

아론 선교회

장봉석 장로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

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고국환 장로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회장님이 우리 선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기도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선교회

가 더욱 왕성해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1세 ~ 75세

사라 선교회

이경자 권사

사라선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열심을 다하는 선교회입

니다. 새해에는 사라선교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회원들

이 즐겁고 신나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정자 권사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란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빌립보서4:6) 는 주님

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라선교회가 

되도록 회장님, 모든 회원들과 함께 순종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힘

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71세 ~ 75세

여호수아 선교회

윤석현 집사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  회장으로 선택 받은 

순간 두렵고 떨렸지만 언제나 그래 왔듯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배님들의 본을 받아 세상의 어두운 이

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 선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광혁 집사

여호수아 선교회는 모이기를 기다리는 선교회 입니다. 모든 회원들

이 교회의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모범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부회장으

로 맡은 직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1세 ~ 65세

루디아 선교회

최정우 권사

새로운 회장단으로 세움 받음을 감사히 여기며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충성봉사하기를 다짐합니다. 루디아선교회가 더욱 아

름답게 사역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교회를 섬기

겠습니다. 

전광인 권사

루디아선교회 부회장으로 일년동안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

겠습니다.

61세 ~ 65세

갈렙 선교회

신기만 집사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제가 갈렙선교회 회장과 남선교회 총무라는 

무거운 직책을 받아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선교회 회원들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 교회를 잘 섬기며 모든 선교회에 본이 되는 갈

렙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식 장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

쓰는 선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6세 ~ 60세

다비다 선교회

조경옥 권사

질그릇같은 저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비다선

교회원 한사람, 한사람 돌아보며 은혜와 감사로 열매를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김미견 권사

‘맡은 자들에게 구할것은 충성이니라’  2018년 그리스도의 일꾼

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충성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자 되겠습

니다.

56세 ~ 60세



아굴라 선교회

남형욱 장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낌

없는 헌신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한해를 '아굴라' 모든 회원들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성수 집사

부족한것 밖에 없지만 능력주실줄 믿고 순종하여 열심히 회장님을 

도와 일하겠습니다. 아굴라선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

리교회에 주신 비젼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6세 ~ 50세

바울 선교회

박정봉 집사

미흡한 점이 많으나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여 더욱 낮은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

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는 영광이요 스스로에게는 감동을 남기며 소리없이 섬기고 나아가

는 1년이 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선

교회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리길 소망합니다

김지한 집사

40대 남자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바울선교회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세 ~ 45세

브리스가 선교회

정주영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브리스가선

교회를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며 선교하던 브리스가처럼 새

성전 건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 다민족 복음전파에 앞장서는 

주님의 딸들, 브리스가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집사

어! 엇!! 하는 사이에 등 떠밀려서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수진 집

사 새해 인사 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회장단을 주축으로 일년 

동안 계획하고 진행할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노력하여 전무후무한 브리스가 선교회가 

되겠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브리스가 2년차에 이제 아주 

조금 알겠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으며 계

획하고 진행하고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 놓고자 한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

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을 중

심으로 순종하고 섬기기를 소망 합니다. 

46세 ~ 50세

마리아 선교회

이은술 집사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

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계속 나아가는 마리아선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정아 집사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계절 12월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

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1세 ~ 45세

베드로 선교회

박경수집사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기도로 함께 달려가는 베드

로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목사님의 목회방침

을 따라 사역의 동역자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섬기

겠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앞으로 

나가는 베드로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송동율장로

부족한 저를 베드로선교회 부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회원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선 회장님과 잘 협력하여 2018년 하나님 

은혜를 보고 회원 모두가 기쁨으로 맡겨주신 선교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베드로선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51세 ~ 55세

마르다 선교회

채현주 권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허락

하신 선교회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를 

기도와 섬김으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교

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 합니다.

소철화 권사

새롭게 펼쳐지는 2018년도를 부족하나마 부회장의 자리에서 회

장님을 도와 선교회원님들과 함께 잘 감당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51세 ~ 55세





최성은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