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한길교회
한길 나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길을 가는 성도들
2017년 7월 2일

▣ 7월 생일축하 ▣ 
 2일(주) 강예주학생  12일(수) 정구철성도

13일(목) 정준섭성도  16일(주) 이상우청년

19일(수) 김두영청년  21일(금) 노용백성도

22일(토) 강에스더성도 

27일(목) 이면식성도  27일(목) 이창주성도

30일(주) 김영대장로

▣ 7월 행사 ▣
∙  2일(주) 맥추(중간) 감사주일

          임시당회(오후 12:50)

          정기 제직회(오후 1:10)

∙  6일(목) 여전도 개인 중보기도 

∙  7일(금) 다락방기도회(인도: 곽성진장로)

∙  9일(주) 전도회 모임(오후 1:00)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오후 2시)

∙ 13일(목) 여전도 개인 중보기도 

∙ 16일(주) 임시 제직회(오전 12시)

           ∙ 주안건/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

∙ 20일(목)  여전도 개인 중보기도 

∙ 23일(주) 

∙ 27일(목) 여전도 개인 중보기도 

∙ 29(토)~30(주) 어린이부 믿음 훈련

∙ 30일(주) 공동의회(오전 12시)

           ∙ 주안건/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

          정기당회(오후 1시) 

∙  3일(목) 여전도 개인 중보기도 

∙  4일(금) 다락방기도회(인도: 김영대장로)

▣ 재신임 투표 ▣
시무장로 재신임투표가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 박소언장로

7월 16일(임시 제직회)

  주안건: 시무장로재신임 

7월 30일(임시 공동의회)

  주안건: 시무장로재신임 

시무장로

  곽성진 김영대 김원섭

▣ 교육 위원회 ▣
교회학교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

습니다. 기도와 격려와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 어린이부

주제: 복음의 전달자(딤후 2:2)

일시: 7월 29~30일

장소: 교회

▷ 청소년부

주제: 주님 안에 있는 자유(요 8:31,32)

일시: 2017년 8월 10일

장소: 용인

▷ 청년부

주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갈 2:20)

일시: 2017년 7월 26일

장소: 강원도

▷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온(김훈정 손현숙집사 장녀)

박성민(박상영 김미숙집사 장남)

강우주(강희창 조성숙집사 장녀)

이지은(이면식 김수경집사 장녀)

곽정용(곽성진 김주희집사 장남)

김규원(김성은 이미경집사 장녀)

서정우(청소년부 출석 학생)

채환(청소년부 출석 학생)

주윤서(청소년부 출석 학생)

▣ 선교부 ▣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비 지

급 현황을 다음 장에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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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과 선교비 지급 현황 ▣

선교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출원

장학금

(교회학교학생)
710만원

840만원

330만원
650만원 450만원

두산

한길

현송

드림반석교회

(이명종목사)
300만원 360만원 360만원 180만원 봉공방

미얀마교육선교

(트왕목사)
150만원 328만원 300만원 150만원 봉공방

케냐 교육선교

(신기선선교사)
474만원

240만원

75만원
240만원 120만원

기주

암천

케냐 어린이

(윤애경선교사)
- - 108만원 54만원 선교헌금

에디오피아

  어린이 5명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90만원 선교헌금

씨에라리온

  어린이 5명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90만원 선교헌금

모든 기금은 우리은행 양평동지점에 

‘기독교한길교회’이름으로 3년(봉공방), 5년(모든 기금) 보험에 가입되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