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교회를 위한 기도

13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
는 찬송할찌니라 14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15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
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이
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13-18)

1.안광선 장로님, 심경남 권사님, 윤주권 장로님, 이갑조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사순절 다섯 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NPC아카데미: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202제자학교(예수님을 닮는 삶)가
있습니다.
주중성경공부: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오전 9시 창세기 2,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요엘, 아모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성함을 기입해주세요.
구역 재편성: 구역을 재편성합니다. 1지망, 2지망으로 지원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성장세미나: 4월 6일(토요일) 저녁 7시에 Family Workshop: 1. 부부 편 “사랑을 위한 변화”
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환영회: 4월 7일(주) 오후 5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모임중에 바나바사역에 관한 소개
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감독 초청집회 및 영화 상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4월 12일(금 저
녁 8시) 간증집회, 13일(토 저녁 7시)에 영화상영(제3성전)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임직식: 4월 21일 부활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 안수집사: 권중훈 집사, 손
성호 집사. 권사: 권화경 집사 최혜경 집사) 임직자 교육은 4월 2일(화)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
습니다.
에스더회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백합화 기증: 부활절(4/21)을 준비하며 강단장식을 위한 백합화를 기증받습니다. 참여하
기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항목

헌금자 명단

십일조

강선우 김종갑 김태국 김현수 문대현 안광선 이근창 이상달 이시방 이정일
정석교 조인숙 조진희 최정자 홍도희 황연희

감사헌금

이용준 이태원

건축헌금
교회차량헌금

합계
헌금봉투에 번호, 성명, 금액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3/31 (주일)

NPC아카데미, 다윗GEB

4/03 (수)

수요예배, 창세기2 성경공부

4/04 (목)

요엘 성경공부

4/05 (금)

금요기도회, 중고등부 Discipleship

4/06 (토)

구역장 성경공부, 가족 성장 세미나

4/07 (주일)

성찬식, NPC아카데미, 새가족 환영회, 다윗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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