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요함과 생명이 가득한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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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1부]  07:00
[2부]  09:00
[3부]  11:00
[4부]  14:30
[저녁]  19:30

주일 예배

[새벽1부]  05:00
[새벽2부]  06:00
[수요오전]  11:00
[수요저녁]  19:30
[금요은혜]  20:00

주중 예배

[KEBS]  09:00
[유치부]  11:00
[유년부]  11:00
[초등부]  11:00
[중등부]  11:00
[고등부]  11:00
[AWANA]  14:00

교회 학교

주일예배 생중계 LIVE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

예배 시간

www.klmcs.net

각 부서 또는 온라인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어 ㅣ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8:7~9)

광림남교회를 검색하세요

(토)

[새해 성탄후 제1주]

https://www.youtube.com/channel/UC9kk_FC9oNEf1Bk-E6hH9YQ
http://klmc.church/klmc/news/news.do?issues=872
https://www.youtube.com/channel/UCJt1rFeAE26Ziv7U3JDzhXw
http://klmc.church/klmc/worship/meditation.do
https://www.youtube.com/channel/UCDtTbW6BWB61xQ7n0krZONg
http://klmc.church/klmc/worship/class-meeting.do
https://www.youtube.com/channel/UCDtTbW6BWB61xQ7n0krZONg
http://klmc.church/klmc/life/donation-notice.do
https://www.youtube.com/channel/UCzfwiBTfA7kM_myARtYTczQ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QdLh3pZo1EF2XlN3Ak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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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3년 교 회 표 어 : 2023년 교회표어는“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8:7-9) 입니다.

•임 원  전 지 훈 련: 2023년도 임원전지훈련 1차: 1월 4일(수)~5일(목)까지 집사를 

대상으로, 2차: 1월 11일(수)~12일(목)까지 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

니다.(Box참조) 

•광 림 장 학 생 선 발: 2023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Box참조)

•재    정    감    사: 2022년도 기관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8일

(주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단    미    화: 오늘 강단미화는 조양식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드리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 교 구.선 교 회 모  임 ◈

•남선교회1,2선교구 연합예배및1월 월례회: 1월 8일(주일) 오후 12시 20분 나사렛성전에서  

  있습니다. 임원 및 개체선교회장 및 회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1 바  울 1월 월례회: 1월 1일(주일) 3부 예배후 3층 304호에서 부부동반

 

                

◈ 교 우 소 식 ◈  
      ⊙ 결  혼

  
     ⊙ 장  례

    •12월 23일   4교구   이홍주 권사 부인, 김군자 권사 소천

    •12월 24일   7교구   편경진 권사 모친, 오경숙 권사 시모, 강창금 권사 소천

    •12월 28일  53교구   김구연 권사 부친, 권오훈 성도 장인, 김학철 성도 소천

    •12월 28일  18교구   김상언 성도 모친, 이영숙 권사 시모, 박영례 성도 소천

    •12월 29일  22교구   전문학 성도 모친, 이은림 성도 시모, 허순조 성도 소천

    •12월 29일   3교구   김옥경 집사 시모, 천영희 집사 소천

 2023년 1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 장학생 종류
  (1) 성적우수 장학생: 광림교회 출석 가정의 대학생
  (2) 감리교 미자립 목회자 자녀 장학생

• 지원자격
  대학생 지원자는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친 학생으로 지난 학기 성적의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  

• 지원방법 안내 및 지원서양식
  홈페이지(http://klmc.church) - 팝업클릭 -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 작성하여 제출
• 지원일자: 1월 1일(주일) - 29일(주일) 오후 1시 까지
• 접수처:목회행정기획실(☎02-2056-5716)
•문  의: 장학위원회 박상회 권사(☎010-535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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