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시간 안내

알리는 소식

제22권 33호

2019년 8월 18일

1.새가족 및 방문교우 환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심방경조위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대심방 일정 : 아래 심방 일정을 참조하시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심방경조위원장(곽미애 권사/0916-345-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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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 안내

3. 예배처소에 대한 공지사항 : 빌딩 출입 관련하여 빌딩 어드민의 불합리한
조치로 예배처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월터마트에서 1부, 2부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로 나누어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은 교회에서 진행하며

2019년도 교회 표어
교회 내
TEE
성경공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함께”
주제 말씀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대여 장소의 좌석이 250석인 관계로 가능한 아래의 공지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

마닐라새생명교회의 비전

교회 내
성경공부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구원의 주님이신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 예배시간 및 장소
* 1부예배 : 오전 9시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출석 자녀가 없으신 장년)

교회 학교 소식

Walter Mart, Makati 5층 Cinema Hall 2

영유아부 : 08/28 성경암송 동영상 시상 09/01 생일잔치

* 2부예배 : 오전 10시 30분 (장년)
Walter Mart, Makati 5층 Cinema Hall 2
교회학교 / 시간

장소

영유아부,유치부 / 오전 10시 30분

Kidzone

유초등부 / 오전 10시 30분

Cinema Hall 3

중고등부 / 오전 10시 30분

Cinema Hall 1

청년부 /오후 1시 30분

교회 본당

- 주차장 이용 안내 : Walter Mart 1층과 지하 주차장(요금 : 4시간/ 30페소)
문의 : 장로회장/박일경(0917-530-3134),
관리위원장/박만훈 안수집사(0949-853-1478)
4. ‘교회처소 특별기도회’ 안내 :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교회를 위해 ‘교회처소
특별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나오셔서 모두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매일(주일제외) 새벽 4시~6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8시~10시

유 치 부 : 8월 가정심방 09/01 생일잔치
유초등부 : 08/25 찬양예배 09/01 생일잔치

중고등부 : 09/01 생일잔치
청년대학부: 8월 교회일일선교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모든 성도가 사역에 적극 동참하며,
교파와 국경을 초월한 협력 사역을 하며,
투명하고 개혁적인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
성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필리핀의 한인사회와 아시아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새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한다

알리는 소식 및 행사 안내

마닐라새생명교회의 사명

5. 유초등부 공지사항 : 유초등부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부 예배가 끝나는 대로 Cinema Hall 3에서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 사랑과 섬김을 실천

6. 감사와 회개의 글: 교회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선교와 구제에 열심 주안에서 자녀 양육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갖고 있는 감사와 회개의 글을 입구에 준비된 함에 넣어
주시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 주보확인 :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기도순서 및 안내위원 난을 미리 확인하시어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안내
1. 8월 일일선교 : 일일선교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3F Marvin Plaza Bldg.
Corner of Chino Roces St & V.A.Rufino St, Makati
Tel(사무실) 813-3010 / 목양실 813-2993

- 일시: 8/31(토) 오전 7시 교회 출발, 오후 5시 교회 도착

담임목사:문

- 장소 : 교회 유초등부실, 본당(No light, No aircon.)

- 장소: 바콜 까비테 로고스교회 / 정준 선교사

- 방법 : 유초등부실 입구와 본당입구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교회처소

- 주요사역 : 의료, 이미용, 복음전도, 어린이찬양 및 피딩, 장판깔아주기, 쌀 나눔 등

교회학교 교역자 : 영유아부 (김한나 전도사)
유초등부 (황수진 전도사)
청년대학부 (김진호 목사)

특별기도회 기도제목’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도합니다

- 문의 : 선교위원장 이창수장로 (0917-886-5542)

형

채 (H/P : 0917-673-2183/jlove777@hanmail.net)
유치부 (김효영 전도사)
중고등부 (권수용 목사)
사무간사 (장지애 전도사)

 주일예배

2019. 08. 18

1부 : 오전 09시 00분

인도: 1부 황수진 전도사

2부 : 오전 10시 30분

2부 공재성 장로

 수요예배

2019. 08. 21

오후 7:30

 마닐라새생명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

인도 : 나성섭 안수집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김영숙 집사
성경말씀 / < 마가복음 3:1~6>

경배와 찬양 / 찬양팀 “나는 예배자입니다”

특송 / 기쁨마을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설교 / 문형채 목사

찬송 / 찬송 324장 (통 360장)

< 주일성수를 넘어 참된 안식의 신앙을 향하여 >

대표기도 / 1부 : 박상훈 교사

기도회 / 설교자

2부 : 이신호 집사

주기도문 / 다함께

** 봉헌송 / 찬송 50장 (통71장) 1,3절
봉헌기도 / 1부 : 정태호 교사
2부 : 소

진 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10:46~52>
찬양 / 1부 : 유초등부
설교 / 문형채 목사
< 인생의 전환점에서(영화설교 ‘벤허’) >
* 축도 / 문형채 목사

**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주일
예배
위원

인도자

기도

특송

설교

08/28 이영란 홍진아 감사마을

김진호 목사

09/04 마 준 이정아A 믿음마을

문형채 목사

09/11 마 준 김영화 사랑마을

문형채 목사

09/18 장광오 김소영 소망마을

문형채 목사

 마닐라새생명교회에서 섬기는 사회구제 / 전도 사역

주차도우미

이번 주 봉사마을

다음 주 봉사 마을

-

오바댜회 임원

-

-

일자

인도자

1부
대표

08/25(주일)

정기안수집사회의

08/31(토)

일일선교

09/01(주일)

정기중직회의

09/06(금)

미스바 기도회

09/08(주일)

재정보고

09/11(수)

정기장로회의, 권사회의 및 기도회

09/22(주일)

임시공동회의(2020년 선출직 중직회원 선출)

-한국해양교회(부산)

09/29(주일)

성찬식

 마닐라새생명교회 협력선교사

 마닐라새생명교회와 선교 MOU를 맺은 자매교회

 공동체 기도제목

*표는 일어서서

-

일자

 교회 행사 일정

2부 : “은혜 입은 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수요예배위원>

광고 / 인도자

성도의 교제, 새가족 소개(2부) / 담임목사

2부

봉헌

특송

08/25

황수진/공재성 강성일

주명애

중고등부

박만훈 이정아A

대표

봉헌

09/01

김진호/박일경 이미경

임예림

영유아부

박승숙 장경하

09/08

김진호/박일경 장혜지

김은수

유치부

우경혜 이강수

09/15

김진호/윤창빈 최전희

임사라

유초등부

이주미 조장은

연간 기도제목
1. 가정의 신앙 교사로 보냄 받은
부모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믿음의 다음세대들을 굳게
세우게 하소서
2. 물 근원(영적 리더쉽, 부모)
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흘러
내려가 온 교회와 가정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3.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
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하소서

-높은 뜻 광성교회(서울 신촌) –홍산교회(충남 부여)

-영주동부교회(경북 영주)

–대구성빈교회(대구)

협력 선교사 : 김상남 선교사 (NCFMI), 김은호 선교사 (DTI), 정기환 선교사 (KCN)

주간 기도제목
1.인생의 전환점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사랑과
평화로 변화되게 하소서
2.우리 교회가 건물과 공간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소서
3.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교우동정

 지난 주 헌금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