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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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모임: 제직회,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3. 금주 모임 

• 중보기도 사역자 교육, 화 오전 10시, 어린이 예배실 

• 수요예배, 성회 수요일(성찬식)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시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민수기 강해 

4. 사순절: 금주 수요일은 시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며, 당일 성회 수요일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Lobby와 게시판에 비치된 사순절 특별예배 안내와 묵상 성구 등을 참조 바랍니다. 

5. 공동의회 

•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 예배당 (안건: 재정보고, 감사/공천위원 선출, 내규 수정) 

• 연례보고서: 각 목장 목자들과 비소속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소속 교우들께는 목자를 통해서만 배부됩니다). 

6. 세례식: 부활주일(4/16)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교육 일정: 

3/5, 12, 19, 오후 1:30, 회의실, 게시판 참조) 

7. 사랑나누기  

• BCCS 의 어려운 학생 돕기 모금 행사, 오늘~다음 주일까지, 문의: 정상헌 집사/이인택 

• 연중 BCCS 사랑나누기 행사에 의류, 신발, 음식 등 생필품을 계속 기증 받습니다.  
8. 제 1 여선교회 

• Bazaar: 제 1여선교회 주관, 오늘 1/3부 예배 후, Gym, 문의: 조현숙 

• Book Club: 게시판에 기명 요망, 문의: 김경애 집사 

9. 목자/소그룹 인도자 훈련  

• 3/12 & 3/19(주일) 오후 1:30~4:30 

• 장소: 소친교실, 게시판에 기명 요망  

• 대상: (필수)훈련 미수 목자/부목자, (선택)훈련 이수를 희망하는 누구나 환영 

10. 사진공모전: 4월 말까지 제출, 제 1남선교회 주관 (게시판 참조, 문의: 강명섭/박춘용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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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4 주 행사     

• 2/28(화) – 중보기도 사역자 교육 

• 3/1(수) – 성회 수요일, 성찬식 

• 3/5(주일) – 연례공동의회, 세례교육 I 

• 3/8(수) – 사순절 수요예배 

• 3/10(금) – 중고등부 Painting Service Project 

• 3/11(토) – 당회, 다비다 여성회, 1남선교회 핸드벨 교실  

• 3/12(주일) – 일광절약시간 시작, 세례교육 II 

 목자/소그룹 인도자 훈련 I 

• 3/15(수) – 사순절 수요예배, 영접위원회 모임 

• 3/19(주일) – 목자/소그룹 인도자 훈련 II, 세례교육 III 

• 3/22(수) – 사순절 수요예배, 영접위원회 모임 

• 3/26(주일) – 새교우반  
 

     금주의 묵상 성구 

2/26(주일) 눅 11:14~28 

2/27(월) 눅 12:1~12 

2/28(화) 눅 12:13~21 

3/1(수) 눅 12:22~34 

3/2(목) 눅 12:35~48 

3/3(금) 눅 12:49~59 

3/4(토) 눅 12:1~12 

3/5(주일) 눅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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