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사순절 5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지난 3/4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명단입니다. 

• 권사: 박점순, 지혜원, 황효숙 

• 당회가 임명한 명예권사: 강복용, 길순자, 김양자, 김옥련, 신주수, 유옥순, 윤길자, 윤숙희, 이인순, 이은원, 조화숙, 황경림 

• 공천위원: 마영찬, 사공희, 신경순, 안남희, 오은아, 유경덕, 유기웅, 장명아, 장재희, 조소정, 차병권 

• 감사위원: 구승모, 장성국, 정문성, 정상헌, 조용원  

3. 오늘 모임 

• 세례/새가족 교육 IV,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  음악 Seminar, 오후 1:30, 예배당 

• Vision Trip 참가 신청자 준비 모임, 3부 예배 직후, 회의실 

4. 금주 모임  

• 복음방송 찬양팀 집회를 위한 기도회, 수 오후 6시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사순절 수요예배(제직회 주관), 오후 7시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 디모데 금요예배, 금 오후 7:15 ●  새가족 환영회, 토 오후 5시 

5. 예배 안내 

• 고난주간 새벽기도: 3/26~31(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시) 

• 성금요일 예배: 3/30(금) 오후 7시, 성찬식 

• MN연합 새벽예배: 4/1 부활주일 오전 7시, 복음연합감리교회(717  Highway  7, Hopkins,  MN 55305)  

• 부활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4/1 오전 11시 (당일 1부 및 2부 연합예배, 세례식) 

6. 성금요일 및 부활주일예배 리허설: 3/25(주일) 오후 1:30, 예배당 

7. 세례자 당회문답: 3/25(주일)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8. 복음방송 찬양팀(핸즈) 초청 집회 

• 일정: 4/7~8(토~주일) 오후 5시, 본교회, 포스터 참조 

• 찬양팀 방문시(4/8) 간담회 참석을 윈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기명 바랍니다.  

9. 새가족 교육: 10/1/2017~2/18/2018 중에 등록하신 교우 

• 새가족 환영회: 3/24(토) 오후 5시, 소친교실 ●  새가족 영입식: 4/1(부활주일) 예배중 

10. Newsletter: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Lobby 배부).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3/21(수) – 사순절 수요예배(제직회 주관) 

• 3/24(토) – 새가족 환영회 
• 3/25(주일) – 종려주일, 성찬식, 세례자 당회문답 

 성금요일 및 부활주일예배 리허설 

• 3/26(월~토) – 고난주간 새벽기도 
• 3/28(수) – 수요예배 없음 

• 3/30(금) – 성금요예배, 성찬식 

• 4/1(부활주일) – MN연합 새벽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세례식, 새가족 영입식, 공천위원회 

• 4/4(수) – 중보기도의 밤  

• 4/7~8(토~주일) – 복음방송 찬양팀 초청집회 
• 4/13(금) – Passion Night 

• 4/15(주일) – 제직회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주일예배 (지난 주) 주중예배 (2 주 전) 

1부 70명 수요예배 52명 

EM 46명 중고등부 - 

3부 249명 디모데 103명 중고등부 35명 토요 55명 어린이 62명 바울 - 합계합계합계합계 462명명명명 합계합계합계합계 210명명명명 

 

     금주의 묵상 성구 

3/18(주일) 고후 9:10~15 

3/19(월) 고후 10:1~11 

3/20(화) 고후 10:12~18 

3/21(수) 고후 11:1~15 

3/22(목) 고후 11:16~33 

3/23(금) 고후 12:1~10 

3/24(토) 고후 12:11~21 

3/25(주일) 고후 1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