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주일 
예배

주일 & 
주중행사

주일친교 & 
섬김의 손길

수요말씀예배 
8pm

금요찬양예배 
8:30pm

말씀 &  
사역훈련

비고

3 [대강절 첫째주일] 
미리 약속하신 이유 
롬 1:2 

박순진목사

5,6,7남녀선교회 결산총회 
2pm 전교인 노방전도 
2pm Anna싱글맘 모임  
4:30pm 새가족 환영회 
12/6 10am 교도소 사역 
12/6 5pm 찬양대 리더모임

주일친교 
8교구 
대표기도 
1부 전인섭안수집사 
2,3부 김동우장로

12/6 
사무엘하강해 
3-2 
박순진목사  
특송: 
전주은집사

12/8 
워십드림  
찬양팀과 함께 
설교:  
고범석목사

12/3主 멤버십훈련-1 
12/5火 5기 제자훈련-12 
           호세아서-5 
          임직자제자훈련1-1 
12/7木 피택자 전도폭발-2 
          

선교/구제 주일  

새해달력 배부 

소그룹편성준비 

12/5 정기노회

10 [대강절 둘째주일] 
행복한 하나님  
중심의 삶 
신 10:13 

박순진목사

2018 사역부서 신청서 배부 
화재대피 훈련(단비,큰비) 
재정감사, 예산위원 임명 
5pm 새가족부 모임 
5:30pm 팰팍 히스패닉사역 
12/14 8pm 예산위원 1차 모임 
12/15 7pm 당회 
12/16 11:30am 한글학교 종강식 
12/16 6pm 이른비찬양대 모임

주일친교 
9교구 
대표기도 
1부 임철규안수집사 
2,3부 장성림장로

12/13 
사무엘하강해 
4-1 
박순진목사  
특송: 
제자훈련5기

12/15 
워십드림  
찬양팀과 함께 
설교:  
박승환목사

12/10主 멤버십훈련-2 
12/12火 5기 제자훈련-13               
            호세아서(종) 
           임직자 제자훈련-2 
12/14木 피택자 전도폭발-3 

12/16 Christmas 
Jazz Concert 
(장소:복된교회)

17 [대강절 셋째주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 
눅 2:34,35 

김진주목사

4pm 단비찬양대 모임 
5:30pm 할렐루야찬양대 모임 
12/20 2018 Presentation 
12/20 신임 사역부서장 회의 
12/23 성탄칸타타 리허설 

주일친교 
7교구 
대표기도 
1부 김대락안수집사 
2,3부 전만식장로

12/20 
사무엘하강해 
5-1 
박순진목사  
*2018 
Presentation

12/22 
워십드림  
찬양팀과 함께 
설교:  
고범석목사

12/17主 멤버십훈련-3 
12/19火 5기 제자훈련(종) 
           임직자 제자훈련-3 
12/21木 피택자 전도폭발(종) 

Englewood town  
Donation 

12/23 Christmas 
Jazz Concert(장소:
빛된교회)

24 [대강절 넷째주일] 
복음의 회복 
사 53:10 

박순진목사

매일성경 큐티 배부 
12/25 11am 성탄감사예배  
   (교육부서 발표회 & 성탄칸타타) 
12/28 6pm 예산위원 2차 모임 
12/30 6:30am 새벽 건강검진

주일친교 
6교구 
대표기도 
1부 조용욱안수집사 
2,3부 민종수장로

12/27 
비천한 자에게 
눅1:46-56 
김진주목사 

12/29 
워십드림  
찬양팀과 함께 
설교:  
박순진목사

12/24主 멤버십훈련-4 
12/26火 임직자 제자훈련-4 

성탄예배  
Cue Sheet 준비

31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 
본문 

박순진목사

세례식, 성찬식 
11pm 송구영신예배  
1/1-6 신년 릴레이금식 
1/2-6 신년 특별새벽집회 
1/5 10am 전체 교역자 회의 
1/5 7pm 당회

주일친교 
5교구 
대표기도 
1부 민성식안수집사 
2,3부 권혁환장로

1/3 
사무엘하강해 
5-2 
박순진목사  

1/5 
워십드림  
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1/2火 임직자 제자훈련-5 
1/4木 피택자 성경종합시험 

1/7 신년주일 

1) 명찰착용  
    교회에서 늘 명찰을 착용하며 먼저 인사합니다 
2) 큐티하기  
     매일 큐티/ 영성일기를 기록하며 훈련합니다 
3) 가정예배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4) 성경읽기 
     2017 전교인 성경 1독 이상 합니다.  
5) 전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2017 전교인 캠페인

2017년 모든 사역 마무리와 2018년도 준비 
12/25 성탄감사예배, 12/31 송구영신예배

이달의 사역 Focus

새벽만나예배 화-토 5:45am

12월 목회계획서 Ministry Planning
말씀 앞에 엎드림“ 2017 표어 ”

이달의 안내, 헌금위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EM

교 
회 
학 
교 
& 
E 
M

매주 금 8:30pm 성경공부 & Activity 
12/10 1:30pm PTA모임 
12/17 12월 생일파티  
12/24 성탄절 예배 & Jesus Carnival 
12/25 성탄감사예배 발표 
12/30 7:30 교사기도회 & 송년 모임 
12/31 12월 암송잔치 

매주 금 8:30pm 성경공부 & Activity 
12/24 성탄절 예배 & Jesus Carnival 
12/25 성탄감사예배 발표 

매주 금 6pm 찬양팀연습  
매주 금 8:30pm 금요예배 
            (The Book of James) 
매주 주 1pm 성탄절 콰이어 연습 
12/3 2pm PTA모임 
12/17 2pm Go Bowling 
12/25 성탄감사예배 발표 
12/29 7pm 2017 Youth Lock-in 
12/31 11pm New Year’s Eve Service

매주 수 임원단 Meeting 
매주 금 셀리더 교육 
12/10 2018년도 리더 모임 
12/16 성탄감사파티 (Edgewater) 
12/30 찬양팀 워크샵 및 송년모임 
12/31 새가족환영회 및 멋지데이 
12/31 송구영신예배 펀드레이징

Wed 8pm Bible Study 
Tue&Thur 6am Prayer 
Thur 8pm Praise practice  
12/3 Advent service 
12/24 Christmas service (Communion) 
12/31 11pm New Year’s Eve service 

1
부
안내 홍정숙권사, 이수미B집사
헌금 김화중장로, 김양미권사

2
부
안내 윤종현집사, 서영선집사
헌금 은덕집사, 은미숙집사

3
부
안내 오태준안수집사, 오영신집사
헌금 김정관안수집사, 최영숙안수집사

새벽예배 설교 본문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과 
동일함. 
스가랴, 시편100-103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