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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회장님 동정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5 「7일간의 섭리」와 

  외국어 저서 404번째 「주님의 자취 (상)」 일본어가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타 어와 「믿음의 분량」 보스니아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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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민뉴스 777호와 인도 타 어 신문 96호를 발행하였고, 영어(530호), 중국어(414호),

  스페인어(231호), 러시아어(196호), 필리핀 따갈로그어(174호), 일어(172호), 

  베트남어(56호), 독일어(16호), 덴마크어(49호), 스웨덴어(37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오늘 저녁예배 시 「2016년도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당 지정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4월 16일)을 맞이하여 학습문답 및 세례문답을 진행합니다.

  문답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책자는 교회 서점에서 구입)

  ※ 일시: 3월 5일(주일), 12일(주일), 19일(주일), 26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학습문답 (2유아실), 세례문답 (3성전 앞쪽)
● 2017년 전도사·장로 고시가 3월 2일(목) 오전 9시 6성전에서 있습니다.
● 권능의 무안단물 1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3월 1일(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설교: 이수진 목사,  특송: 한주경 찬양선교사 · 파워워쉽팀

  ※ 교회 차량출발: 오전 6시

  ※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차량 배차 관계로 2월 28일(화)까지

      기획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818-7234
● 만민기도원/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가 4월 2일(주일)까지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본당 및 2성전, 3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제: 목자의 눈물의 열매
● 연합성결신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3월 2일(목)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 설교: 총장 정구영 목사,  장소: 연합성결신학교
● 만민선교원/ 제34회 입학식이 3월 2일(목) 오전 11시 3성전에서 있습니다.

  ※ 설교: 이수진 목사
● 우림북/ 3월 추천도서는 「7일간의 섭리 (아동도서)」 입니다.

  만민서점 및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며, 구입한 분들께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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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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 맨 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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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교우 소식

새교우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

※ 금주 강사: 강경희 전도사 (제목: 기도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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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교회 소식

마산만민성결교회(담임 김상태 목사) 창립 36주년 기념예배/ 3월 5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설교: 김상태 목사,  특송: 권능팀

※ 교회 차량출발: 오전 6시

✽ 지교회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차량 배차 관계로

   기획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818-7234

● 교구 소식

남구역장 월례회/ 1부 대예배 후 연합회 사무실

2대대 남구역장(부구역장) 성령충만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1유아실 (인도: 이수진 목사)

여지역장 월례회/ 2월 27일(월) 오전 11시 6성전 (인도: 이수진 목사)

17교구 연합기도회/ 2월 28일(화) 오전 11시 4성전 (인도: 임학영 목사)

28교구 여장년 연합구역예배/ 3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수원지성전 (설교: 송지형 교육전도사)

28교구 수원지성전 이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층·3층

※ 금주 성전 청소: 8교구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남선교회총연합회

  잃은 양 찾기 · 전도대회 일꾼 성령충만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5남선교회 식당 (인도: 송석길 장로)

가나안선교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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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조현숙 총지도교사,  찬양인도: 김석정 전도사

   청년선교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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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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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세마네기도회/ 오늘 저녁예배 후 2유아실 (인도: 김명준 형제)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조현숙 총지도교사,  찬양인도: 김석정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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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소금선교회
  수요 찬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성전

  ※ 설교: 이희선 목사(녹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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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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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주일 아침 교사기도회/ 오전 9시 1유아실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

  ※ 설교: 교장 김창민 전도사,  찬양인도: 정수현 집사

아동주일학교
  매주 주일 아침 교사기도회/ 오전 9시 20분 4성전

  연석회의/ 오늘 저녁예배 후 3유아실 (대상: 지도교사, 부장, 임·역원, 학년총무)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찬양인도: 김종훈 집사

● 성도 소식
이기창 집사(2교구, 4-1남)·박향석 권사(2교구, 기도제물)/ 「돈까스 박사」 개업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65 1층   ☏ 02) 863-5235

진교철 집사(30교구, 3-1남)/ 「미니스톱 안산 패션타운점」 편의점 개업
                  안산시 상록구 천문3길 11

                 ※ 개업예배 : 2월 27일(월) 오전 11시 (설교: 이미영 목사)

강희경 권사(14교구, 3-1여)/ 「비비드 뷰티샵」 개업 (왁싱, 반영구, 속눈썹)

                  역곡역 북부 출구 앞 백강빌딩 504호  ☏ 010-5229-9010

김행례 집사(12교구, 3-3여)·정의영 집사(12교구, 5청년)/ 「크린토피아 구로극동상가점」 개업
                구로구 구로동 314-1 구로극동아파트 극동상가 1층   ☏ 02) 858-4560

                 ※ 개업예배 : 2월 28일(화) 오전 11시 (설교: 이성칠 목사)

김종석 성도(32교구, 2-1남)·주귀산 성도(32교구, 2-1여)/ 「올드 피아노」 개업
                 (조율 및 중고수리, 어린이 가구 판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1-3

                 ※ 개업예배 : 2월 27일(월) 오후 1시 (설교: 이미영 목사)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예영 자매(4청년, 14교구 차량국 이상만 집사·이경옥 집사 자녀)·김문겸 형제(4청년)/
              3월 4일(토) 오후 2시, 「K컨벤션웨딩 6층 빅토리아홀)」 구로구 경인로 314

              ※ 교회 차량출발: 오후 1시 10분

윤소라 자매(4청년, 16교구 윤상기 집사·천정애 권사 자녀)/ 3월 1일(수)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215 (학동역 3번 출구) 「헤리츠컨벤션 2층 아그니스홀」
               ※ 교회 차량출발: 낮 12시

전재안(1교구 3-4여 이강자 성도 자녀)/ 3월 4일(토) 낮 12시

               안양시 「평촌 아크로타워 39층 파티엘하우스」
               ※ 교회 차량출발: 오전 11시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