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1년 1월 세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

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

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

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

다.

1. <1월>은 <신약성경>읽는 달입니다.

 하루 30분씩 신약성경을 소리내어 읽도록 합시다. 

2.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전체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올립니다. 

   홈페이지 <하나님 말씀-주일예배> 섹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개인기도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4. 어제 정부시책 발표에 따라, 대면예배 가능 인원이 <예배당 좌석수 10%>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면적은 490㎡(실평수 약 149평)입니다. 

  헬스장, 학원등은 8㎡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대로면 약 60명 정도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당이 약 100평 일 때 300명 좌석이 나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5. 다음주일, 주일학교 새해 대면식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모임을 못했기에, 정식 주일학교 모임은 아니고,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주일학교 부서별로 3-4명 정도일 듯 합니다)

   중등부는 오후 1시20분부터, 유년부와 초등부는 오후3시부터입니다. 

   유치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일예배 선택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이번 토요일에는 예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 주일(31일)에는 2월 필독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8. 몇몇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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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