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부부학교 기금마련 점심 판매).  

2. 오늘 모임: 장년 세례교육 II, 오후 1:30, 회의실 

3. 금주 모임  

 사순절 수요예배(주관: 제 2남/여선교회), 오후 7시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15 ●  토요 인도자반 성경공부, 오전 8:30, 회의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당회, 토 오전 8:30, 어린이 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사도행전 강해 ●  새가족 환영회, 토 오후 5시, 소친교실 

4. 2019 KPCM 선교집회 

 날짜: 4/12~14(금~주일)  ●  인도 첸나이한인장로교회 주성학 목사 

 주제: “하나님이 품은 땅(India)과 사람들 이야기 ●  문의: 마영찬 장로/김태형 교우, 포스터 참조 

 선교집회 기간 중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위원장(마영찬장로)에게 

문의바랍니다. 

5. 세례자 당회문답: 4/7(주일),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6. 백합헌화: 부활주일 백합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기명바랍니다. 

7. 고난주간 예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15~20(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시) 

 성 금요일 예배: 4/19(금) 오후 7시, 성찬식 

8. 부활주일 예배 (4/21) 

 지역 한인교회 연합 새벽예배: 본교회, 오전 7시 

 부활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오전 11시 (당일 1부 및 2부 예배 없음) 

9. 성금요일 및 부활주일예배 리허설: 4/14(주일) 오후 선교집회 후 본당,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가: 김광식 목사(4/2), 사무장(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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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4주 행사       

 4/3(수) – 사순절 수요예배(제 2남/여선교회 주관)  

 4/6(토) – 새가족 환영회, 당회 

 4/7(주일) – 세례자 당회문답  

 4/10(수) – 사순절 수요예배 (제 1남선교회 주관) 

 4/12~14(금~주일) – 2019 선교집회 

 4/14(주일) – 종려주일, 특별예배 리허설 

 4/15(월~토) – 고난주간 새벽기도 

 4/17(수) – 수요예배 없음 

 4/19(금) – 성금요예배(성찬식)  

 4/21(주일) – 교협 연합 새벽예배,  

  부활주일 전교인 연합예배(세례식) 

 4/24(수) – 목자모임  

       금주의 묵상 성구 

3/31(주일) 히 13:18~25 

4/1(월) 갈 1:1~10 

4/2(화) 갈 1:11~24 

4/3(수) 갈 2:1~10 

4/4(목) 갈 2:11~21 

4/5(금) 갈 3:1~9 

4/6(토) 갈 3:10~18 

4/7(주일) 갈 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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