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6 권 18 호   2016 년 5 월 1일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모임 

 Web Team 회의, 오후 1시, 회의실                      ●   권사 과정 안내,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BUMP Training II, 오후 1시, 중고등부실          ●   교회 대청소 준비 모임, 오후 1:30, 디모데실  

 VBS 봉사자 회의, 오후 1:15, 도서실                     ●   한글학교 종강예배, 오후 2:30, 예배당       

3. 금주 모임 

 수요예배, 오후 7, 이단 특강 VI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시 

 바울 목요 성경공부, 오후 8시, CTC 사무실         ●  중고등부 졸업파티, 금 오후 6:30 

 30~40대 여성 QT모임, 금 오전 10시, 회의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레위기 강해” 

4. 교회 대청소: 금주 토(7일), 오전 8:30분 부터 (게시판 참조: 담당구역 및 준비물 등) 

5. 춘계사경회: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강사: 김운용 목사(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 

 5/13~15(금~주일): 금 오후 7시, 토 오전 7시, 토 오후 7시, 주일 오전 예배 및 오후 2시 

6. 공청회: 교회 장지 관련 2차 공청회, 5/8(주일) 오후 2시, 어린이 예배실 

7.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일정: 6/16~18(목~토)  ●  VBS 교사 및 봉사자 모집 (문의: 허은형 사모) 

8. 성경공부: 주일 오전 성경 공부반 등록 신청 접수 중, 게시판 참조 (문의: 이미숙 장로) 

9. Seminar: Network Seminar (은사 검사 및 사역 배치), 6/5, 12, 19(주일), 게시판 참조 

10. 12사도 강해: 6/8(수) 개강, 수요일 오후 7시, 14주 과정, 게시판 참조 

11. Golf 대회: 전교인 골프대회, 6/4(토) 12시, Shamrock Golf Course, 제 2남선교회 주최 (신청: 

강명섭 장로, 손창수 집사, 3부 예배 전후 Lobby) 

12.교역자: 김광식 목사의 Visa 수령 및 입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이민국 직원이 이 사안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하지 말고 다음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담임 목사, 사무장, 오성욱 장로). 

13.협조 요망: 중고등부 예배 중 소친교실 부엌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12시). 

…………………………………………………………………………………………………………………………….......... 

 향후 4주 행사        

 5/4(수) – 이단 특강 VI 

 5/6(금) – 중고등부 졸업파티 

 5/7(토) – 봄맞이 대청소 

 5/8(주일) – 어머니 주일, 교회 장지 관련 2차 공청회 

 5/10(금) – 노회 모임 

 5/11(수) – 이단 특강 VII(수요예배) 

 5/13~15(금~주일) – 춘계사경회 

 5/18(수) – 이단특강 VIII(수요예배) 

 5/20(금) – 김선구 선교사 초청 설교 

 5/21(토) – 당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