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행사�및�소식
� 1.� 예배당�출입시�방역지침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 2.� 10월�봉사위원�명단은�주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근간의�교회행사

� 10월� 31일(주일)� �종교개혁주일
� � � � � � � � � � � � � � � � � � SFC주일

◈�기관�및�교계소식
� 1.� 경남남마산노회�신임�노회�임원

� � � �노회장�진창설� /� 부노회장�김영락�노영환� /� 서기�임태혁� /� 부서기�박봉석

� � � � 회록서기�변인섭� /� 부회록서기�정태진� /� 회계�이재광� /� 부회계�박정규� �

� 2.� 위임식� 10/20(수)� 김은규목사,� 암스테르담�사랑의�교회

� 3.� 신천지를�비롯한�여러�이단�및�불건전�단체�활동에�미혹되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 � �이단들의�미혹에�넘어가지�않도록�유의하시고,� 검증되지�않은�모임이나�

� � � � 성경공부를�요청하는�일이�있으면�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교우소식
�결혼�이은혁(김춘애�집사� 자),� 10/23(토)� 1시� 20분,� 창원�웨딩의�전당

�

모  임 시  간 모  임 시  간

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유치부
2부 오후  2:00 초등부 주일 오후 1: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주일 낮 12: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대학부 주일 오후 3:30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청년부 주일 오후 3:30
금요기도회 권찰회

모  임 시  간
직장인 성경공부

학부모 교육
공동육아
기초교리
양육학교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1부(오전 11:00)
·2부(오후 2:00) 집례·설교: 이상철 목사 집례·설교: 이상철 목사

※ 다음주 기도: 박진수 집사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찬 양 …… 228장 …… 다같이

기 도 ……………… 최성출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3:13(신p301)

말씀선포 대요리문답강독(제163~167문)

찬 송 …… 304장 …… 다같이

계명낭독 … 마태복음 22:37~40

강복선언 ……………………… 설교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신앙고백 ↑ 사도신경

죄의 공적인 고백 ↑ 다같이

사죄선언 ↓ 집례자

찬   송 ↑ 찬송가 15장

기   도 ↑ 박정환 장로
수요기도회 오후 7:30

    집례·설교: 조현성 목사

※ 다음주 기도: 문금조 권사

기 도 ……………… 김형순 권사

성경봉독 다니엘 1:1~2(구p1231)

말씀선포 … 완벽한 망국의 역설

주기도 ……………………… 다같이

말씀선포 ↓
야고보서 3:5~10(신p373)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찬송·봉헌 ↑ 찬송가 420장

십계명낭독 ↓ 다같이

새벽기도회 새벽 5:30

기   도 ↑ 집례자 복있는 사람

10월 18일(월) 창세기  2 : 18 ~ 25
10월 19일(화) 창세기  3 :   1 ~   7
10월 20일(수) 창세기  3 :  8 ~ 15
10월 21일(목) 창세기  3 : 16 ~ 24
10월 22일(금) 창세기  4 :   1 ~   7
10월 23일(토) 창세기  4 :  8 ~ 16
10월 24일(주) 욥  기 40 :    1 ~ 24

성도의 교제 ↑ 집례자

강복선언 ↓ 설교자

※ 다음주 기도: 윤원식 장로



17(주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왕상20장
살전3장
단2장

시106편

왕상21장
살전4장
단3장

시107편

왕상22장
살전5장
단4장

시108~109편

왕하1장
살후1장
단5장

시110~111편

왕하2장
살후2장
단6장

시112~113편

왕하3장
살후3장
단7장

시114~115편

왕하4장
딤전1장
단8장

시116편

구역 구역장 모인 곳 인도자 모인 수 현금 성경 다음 장소
1 이영철

※ 구역모임은 휴회합니다.

2 정말순
3 노영환
4 박정환
5 오성례
6 김영민
7 김미화
8 김인수
9 박정규
10 박승호
11 조임규
12 김형순

해외선교
강필립 선교사(?국) 왕대륙 선교사(?국) 김만규 선교사(?국) 김우보 선교사(?국) 김재룡 선교사(인도네시아)
김주영 선교사(일본) 김진리 선교사(인도네시아) 박승리 선교사(?국) 서근석 선교사(인도) 신봉철 선교사(필리핀)
이경근 선교사(?국) 이나무 선교사(?국) 이선생 선교사(러시아) 임오랑 선교사(?국) 정충호 선교사(아프리카)
조열방 선교사(?국) 차세대 선교사(?국) 허드슨 선교사(?국) 허선생 선교사(?국) 홍빛소금 선교사(?국)
홍영화 선교사(인도네시아)

국내선교 
가실교회(홍인철 목사) 관정교회(김홍근 목사) 광명일심교회(정철기 목사) 덕천교회(임영득 목사) 로마한인교회(윤진석 목사)

빛으로교회(염병관 목사) 사랑빚는교회(이희철 목사) 세종본향교회(안경갑목사) 양덕장로교회(김훈 목사) 여수룬교회(정성민 목사)

장마교회(이상수 목사) 반석교회(김성재 목사) 아리안 선교사

교회에서 돕는 기관
기독교보 총회교육위원회 소망청소년 회복센터 한국기독신문 크리스천경남 SFC 마산의료원 원목실 개혁정론
월드비전 마산장애인복지관 아프리카미래재단 CTS경남방송

기관에서 돕는 교회
태봉교회(홍균 목사) -아브라함회 고덕장로교회(조약돌 목사) -제3여전도회

대정교회(김원기 목사) -제1남전도회 경남교회(변인섭 목사) -제4여전도회

가실교회(홍인철 목사) -제2남전도회 전남동부교회(박광희 목사) -제5여전도회 
백산교회(서인석 목사) -제2남전도회 포항극동교회(정윤욱 목사) -제6여전도회

고성한내교회(송성만 목사) -제3남전도회 창포교회(양희순 목사) -제7여전도회

서근석 선교사(인도) -제3남전도회 동행교회(노형욱 목사) -제8여전도회
사랑빚는교회(이희철 목사) -제4남전도회 산서교회(김무연전도사) -제9여전도회

행복한교회(박상천 목사) -제1여전도회 복음자리교회(이세령 목사) -제10,11여전도회

행복한교회(조영화 목사) -제2여전도회

10월 봉사위원 안내
1주 2주 3주 4주 5주

기 도

1부 김인수 장로 박정규 장로 박정환 장로 윤원식 장로 조임규 장로

2부 김인수 장로 박정규 장로 박정환 장로 윤원식 장로 조임규 장로

저녁 박승호 집사 서대훈 집사 최성출 집사 박진수 집사 채수영 집사

수요 김미화 권사 이용숙 권사 김형순 권사 문금조 권사 강정희 권사

안 내

1부 초등부 교사

2부 팀장: 박정환 장로 고금순 김원상 김인숙 남수옥 박옥희 송정숙 이용숙 
박금정 이은경 정말순 조형래 천경숙 황정애

식 당: 8여/청년부 차량안내: 안상민 정광식

 차량운행 안내

섬기는 분들

교역자

담임목사 이상철 시무장로 노영환 김인수 박정규 박정환 윤원식 조임규

목사 조현성 이정태 노희태 
은퇴장로 박영근 하청일 이철희 이영철 윤태웅 김종근 안경근 

배성우 이선광 이현철 정만호 김종돈목사후보생 박종민

찬양대
할렐루야 지휘: 박윤규   반주: 김호정   부반주: 이온유   오르간: 강선영

에스더 지휘: 오경희   반주: 이온유 

십일조
강소윤 공재동·오경희 김경목·주점숙 김무연 김미진 김민성 김부선 김영실 문정외 박경선 박진수 박흥철·정민서 
배태겸 서대훈 성숙희 심희정 이상길·박미영 이상철·제성옥 이유경 이창선 정만호 진영훈 진철민·김정아 최병성 
최상성 하규룡·남수옥 하재근·이혜자 무명1

감 사

강미자 공재동·오경희 김경목·주점숙 김민자 김영옥 김종돈 김종욱·이용숙 박흥철·정민서 성숙희 양숙희 
이상철·제성옥 이해진 정석숙 진덕수·성송학 하상식·이영순 무명1

범사에감사 김애숙 김인숙 남정선 노영환·김정순 문정수·김은실 박덕례 박일문·이차란 서종태 설영순 
송미란 심규화·이혜영 정순희 최상성 추삼선 

생일감사 김복례 정말순 최상성 

선 교 김경목·주점숙 김애숙 나유정 배성우·김순연 심한보·임수련 이상철·제성옥 이정태·전소현 이창선 진철민 최월선 
하규룡·남수옥 

장 학 이상길·박미영 

구 제 김경목·주점숙 김민성·김민규 나유정 심희정 이정태·전소현 하규룡·남수옥 하상식·이영순 

건 축
심희정 이상철·제성옥 이정태·전소현 

(건축헌금: 16,887,54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