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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회장님 동정

●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상)」말레이어,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일본어가 

  전자책 (e-book)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신앙칼럼이 「크리스챤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등에 매주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교회 소식

● 1월 셋째주 만민뉴스 772호와 영어 신문 525호를 발행하였고,

  중국어(409호), 스페인어(228호), 필리핀 따갈로그어(172호), 불어(112호), 

  인도네시아어(100호), 태국어(74호) 파키스탄 우르두어(55호), 핀란드어(35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1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1월 29일(주일) 저녁예배는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주의 종, 레위,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더, 기도제물

● 만민기도원/ 「환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1월 22일(주일) 1부 대예배 후

  새교우환영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기도원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818-7416

● 새교우를 위한 1월 성령충만기도회가 2부 대예배 후 오후 1시 50분에 2성전에서 있습니다.

  ※ 인도 : 김수정 목사(22, 23교구장)

● 만민서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29일(주일)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 39페이지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 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주요 전자책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를 인도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교우를 새교우환영실(본당 건너편)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5주 교육프로그램이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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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교우 소식

새교우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 오늘은 새교우를 위한 성령충만기도회에 참석합니다.

✽ 새교우를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교회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nc.manmin.org

● 교구 소식

남조장 임역원 월례회/ 1부 대예배 후 연합회 사무실

남조장 성령충만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1유아실 (인도: 이수진 목사)

남조장 월례회/ 1월 22일(주일) 1부 대예배 후 월례회 장소

남구역장 임역원 월례회/ 1부 대예배 후 연합회 사무실

여구역장 공과교육/ 1월 16일(월) 오전 11시 3성전 (인도: 이수진 목사)

여구역장 임역원 월례회/ 1월 16일(월) 공과교육 후 6성전

16교구 남장년 2지역 연합구역예배/ 1월 19일(목) 오후 9시 박진무 장로 댁 (설교: 최정현 집사)

※ 금주 성전 청소: 3교구 (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권사회

  월례회/ 1월 18일(수) 오후 1시 2성전

남선교회총연합회

  기관장 교육(기관장단이상)/ 1부 대예배 후 5남선교회 식당 (인도: 이희선 목사)

  잃은 양 찾기 심방을 위한 기도회(기관장단이상)/ 오늘 저녁예배 후 5남선교회 식당 (인도: 송석길 장로)

가나안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벽산 디지털밸리 3차 오렌지스푼 식당

  3가나안선교회 모임/ 오늘 저녁예배 후 새교우환영실 (인도: 신수일 권사)

  5가나안선교회 모임/ 오늘 저녁예배 후 4성전 (인도: 김복례 지도교사)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2성전

  ※ 설교: 조현숙 총지도교사,  찬양인도: 정수현 집사

   청년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1 ·2청년(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3  · 4  · 5청년(코오롱 빌란트 2차 식당)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정구영 목사,  찬양인도: 최양선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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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소금선교회

  수요 찬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성전

  ※ 설교: 정구영 목사 (녹화 방송),  찬양인도: 김선화 집사

학생주일학교

  공과 모임/ 1부 대예배 후 중1(임마누엘성가대 연습실), 중2 · 중3(하이엔드 2차 식당)

                                         고1 · 고2(하이엔드 1차 식당), 고3(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교사 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6성전 (인도: 교장 김창민 전도사, 대상: 전체 교사)

  토요 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

  ※ 설교: 교장 김창민 전도사,  찬양인도: 정수현 집사

아동주일학교

  매주 주일 아침 교사 기도회/ 오전 9시 20분 4성전

  임·역원 및 총무 회의/ 오늘 저녁예배 후 3유아실 (대상: 연합회 임원·역원, 학년 총무)

  토요 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찬양인도: 김선아 집사

국내선교

  교육인선교회 성령충만기도회/ 1월 21일(토) 오후 1시 2유아실 (인도: 김수정 목사)

  교정복지선교회 월례회/ 1월 18일(수) 수요예배 후 새교우환영실

  미용인선교회 월례회/ 오늘 저녁예배 후 유옥희 집사 댁

● 성도 소식

정준환 장로(28교구, 3-2남)/ 「동물방역위생발전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과 축산발전에 기여함 

이홍국 성도(28교구, 2-3남)/ 「여수마라톤대회」 남자일반부 풀코스(42.195km) 1위 입상

남기형 집사(20교구, 3-4남)/ 「까사커튼」 확장 이전 (커텐, 브라인드, 침구류 전문)

                                 분당구 야탑역 아미고타워빌딩 513호  ☎ 010-5120-7737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유무결 형제(일본 유승길 목사·최병란 목사 자녀)·구마가이 수미카 자매(일본 이다만민교회)/

   1월 21일(토) 오전 11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2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

   ※ 주례: 이행엽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김영지 집사(30교구, 4-2여)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