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 당회장님 동정

● 오늘 저녁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에 설교하십니다.

● 다음 주일 저녁 「부활주일 성찬예식」을 집례하십니다.

● 당회장님의 외국어 저서 425번째, 426번째, 427번째 「치료하는 여호와」

  네덜란드어, 루간다어, 알바니아어가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영혼육 (상)」 불가리아어, 「천국 (상)」 슬로바키아어,

  「나의 삶 나의 신앙 2」 그루지아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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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호를 발행하였고, 영어(536호), 중국어(420호), 스페인어(234호),

  러시아어(199호), 포르투갈어(91호), 아랍어(72호), 우크라이나어(59호),

  불가리아어(51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오늘 저녁예배는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자들은 본당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 원로회가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 1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녁예배시 성찬예식이 있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식이 오늘 2부 대예배 후 곧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집례: 이수진 목사)

  ※ 금주 금요 철야예배 2부시 부활절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 주님의 눈물)

● 만민기도원/ 본당 부활절 공연 무대 설치 관계로 오늘(주일)부터 13일(목)까지

  다니엘철야는 2·3·6성전에서 진행됩니다.

● 새교우를 위한 4월 성령충만기도회가 다음 주일 2부 대예배 후 오후 1시 50분에

  2성전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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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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복지타운 개원 21주년 기념 및 새성전 입당예배가 4월 13일(목)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설교: 길태식 목사,  특송: 김진희 권사  (교회 차량출발: 오전 8시 30분)

  ※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기획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818-7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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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목사 (제목: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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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구 소식

남지역장 임역원 월례회/ 4월 16일(주일) 1부 대예배 후 연합회 사무실

여조장 월례회/ 4월 10일(월) 오전 11시 4성전 (인도: 이수진 목사)

4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박홍기 장로 댁 (설교: 김은혜 전도사)

5·6교구 일꾼기도회/ 4월 13일(목) 오전 11시 4성전 (인도: 이수진 목사)

5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이펜하우스 2단지 게스트하우스 (설교: 장정미 전도사)

7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고영일 집사 댁 (설교: 고경아 전도사)

16교구 남장년 2지역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최정현 집사 댁 (설교: 조대희 목사)

17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임낙홍 장로 댁 (설교: 임학영 목사)

19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조두영 집사 댁 (설교: 서덕분 전도사)

22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북부지성전 (설교: 김수정 목사)

23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일산지성전 (설교: 이미영 목사)

29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이승은 집사 댁 (설교: 한순영 전도사)

중국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4월 13일(목) 오후 9시 3유아실 (설교: 황금란 전도사)

※ 금주 성전 청소: 14교구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여선교회총연합회

  5여선교회연합회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2성전 성가대석 (인도: 김장회 권사)

가나안선교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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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정구영 목사,  찬양 인도: 이온유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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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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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인도: 이온유 자매

 빛과소금선교회

  수요 찬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성전

  ※ 설교: 신동초 목사(녹화 방송),  찬양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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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일 오전 9시 1유아실

  교사 공과교육/ 오늘 저녁예배 후 청각장애우실

  토요 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

  ※ 설교 및 찬양 인도: 교장 김창민 전도사

아동주일학교

  아동 성령충만기도회/ 오늘 오후 1시 10분 4성전, 5성전, 3유아실

  ※ 인도: 4성전(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5성전(권영자 전도사),  3유아실(김기석6 목사)

  부흥대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 주일 오전 8시 4성전 (인도: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토요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찬양 인도: 김수경 집사

만민봉사대

  교육/ 오늘 저녁예배 후 2유아실 (인도: 조대희 목사)

국내선교

  경찰선교회 창립22주년 기념예배/ 오늘 저녁예배 후 새교우환영실 (설교: 이미경 목사)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현형 성도(1가나안/ 31교구, 4-1여, 김계자 집사 자녀)

         4월 15일(토) 오전 11시 30분  (교회 차량출발: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5, 세이브존 9·10층「노블리안웨딩컨벤션 샹제리제홀」

          ※ 주례: 주현권 목사

윤종우 성도(5청년/ 29교구, 4-1남, 윤형근 성도·3-5여, 이병순 권사 자녀)

         4월 15일(토) 오후 1시

         강서구 외발산동 426번지 「메이필드호텔 1층 그랜드볼룸」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여구역장총연합회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