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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3. 3. 32018.12.30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공동체 소식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1. 탈북자선교 : Stephen Jung 선교사
2. 세부카하약교회 : 허영희선교사

『세부광명교회』는
한인복음화와 필리핀선교를 위해
2013년 3월 3일에 김제환목사를 통해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모(母)교회는 한국의 광명교회
(담임목사 최남수)입니다.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주요교회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부산 수영로교회(정필도)

·담임목사
 김제환목사
 Chriskjh7991@gmail.com
 0916-31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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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Act 11:21)

성장과 부흥의

     원리

1. 오늘 처음 우리교회를 방문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2. 송구영신예배
    - 일시 : 2018.12.31(월) 저녁10시
    - 오후 6시부터 신년 떡국 드시러 오세요.
    - 기관별 윷놀이 대회도 있습니다.

3. 송년 모임 및 사역 브레이크 기간
    - 기간 : 2018.12.31(월)~2019.1.4(금)
    - 본 기간에는 [송구영신예배]를 제외한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을 쉽니다.

4. 공동의회
    - 일시 : 2019.1.6(주일) 낮2시
    - 대상 : 세부광명교회 세례교인 이상
    - 목적 : 2018 목회보고 및 2019 목회계획

5. 2019 제직, 작은목자, 교사 임명
    - 일시 : 2019.1.6(주일)

6. 매일성경 큐티교재(1월,2월)
    - 매일성경(Q.T)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세요.
    - 문의 : 남민정 집사

7. 세이레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 기간 : 2019.1.7(월)~1.25(금) 새벽5시
    - 주제 :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사60:1)

8. 2019 제직세미나
    - 일시 : 2019.1.13(주일) 오후4시, 저녁7시 / 1.14(월) 오전10시, 오후 7시
    - 대상 : 2019 제직 임명자
    - 강사 : 김한종 목자 (대구 옥토교회)
    - 장소 : 시부한인교회



. 시간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 인도 : 김제환목사 

◆◆ ◆  이제 당신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2019년 1월 예배봉사위원]
  

특별 광고

예배 시간 안내

향기로운 예물

목장 모임 보고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과 경배
  

합심기도 
 
성경본문

지금까지 지내온 것 /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왕되신 주께 감사하게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성장과 부흥의 원리    -Acts(33)설    교
 

기    도

봉    헌

 
 
파송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있네   (찬양집 29장)
  

 축    도             설교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사도행전 11:19~30      (신약 p.206)

예배 순서

꽃들도

 
 

 

새가족 환영
   광    고

*십일조
유승민 이준구(조성은)

*감사
3목장 강석중 김금실 김봉세 
김샘(권은희) 김은주 김제환 김지현
라혜정 이영애 이완자 조요셉 최아름
황보옥 황재은 무명

*선교
김제환

*건축
김제환 손승연 장신(이지운)

*구제
강원직 김제환 손은아

*생일
오유성

*심방
김샘(권은희)

*성탄
강솔미 강효인 권승인(권승현)
권혁재(조은영) 김교성(김영희A)
김금실 김봉세 김봉영(이정은)
김샘물(권은희) 김영수 김영희B
김정은 김제환 라혜정 모성희(김민경)
박태균 박하랑 박하빈 박하준 박하율
손승연 손원준 손은아 안우주 안우진
오영훈(문지영) 유승민 이가은 이영애
이완자 이준구(조성은) 이지은
장신(이지운) 장하율(장하엘) 정하늘
전연실 조영란 최보민 최예영 최지은
최희정 황보옥 황재은 무명

예배 시간

주일 낮예배 <1부> 오전9시 <2부> 오전11시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월요일~금요일)

산을 옮기는 금요기도회 저녁8시 (금요일)

VIP-Kids 어린이 예배 오전11시 (주일)

가정 목장모임 목장별

제자훈련 (제자반) 오전10:30 (수), 저녁8시 (수)

신앙의 다섯 손가락 (새가족 성경공부) 오전10시 (화) : 연중개강

청년대학부 & 중고등부 매주일 오후2시

산을 옮기는 금요기도회성령으로 시작하는 새벽기도회

목장
작은
목자

인원
성경

장소
(다음주)

1 문지영

2 남민정

3 최수경

4 김민경

5 김영희B

남성 손원준

[목장방학]
2018.12.16(주일)~2019.1.5(토)

일자 예배안내 헌금위원 특송 식사봉사

12.30 김영희A  남민정 조은영  황재은 - 남성목장
2019.1.6 1목장 작은목자 1목장

1.13 2목장 1목장 2목장
1.20 3목장 2목장 3목장
1.27 4목장 3목장 4목장

남민정  박태균
유승민  이정은

최아름

[송구 영신예배] 2018.12.31(월) 저녁 10시

찬양과 경배
합심기도
간증의 시간
성경본문 : 고린도후서 5:17  (신약 p.291)
설교 : “새로운 마음”
기도 : 새로운 마음
봉헌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2019년 내게 주신 말씀
광고
축도

- 이번 주간(2018.12.31~2019.1.4)은 [새벽 및 금요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교회 기도회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