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주일 
예배

주일 & 
주중행사

주일친교 & 
섬김의 손길

수요말씀예배 
8pm

금요찬양예배 
8:30pm

말씀 &  
사역훈련

비고

7 균형잡힌 기도의  
원리 
왕하 19:1-4 

박순진목사

11:30am,1:30pm 전교인 노방전도 
1:45pm 안나여성모임 
2pm 새가족부 회의 
4:30pm 새가족 환영회 
4/10 10am 1/4분기 재정감사 
4/10 1,2,3교구 주관예배 
4/11 7:30pm 가족전도 중보기도

주일친교 
63,64소그룹  

대표기도 
1부 유재우안수집사 
2,3부 민종수장로

4/10 
1,2,3교구  
주관예배 
김학룡목사

4/12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4/7主 멤버십훈련-1 
4/9火 전도폭발8기-6 
4/11木 역사서통독반-1 
4/11木 제자훈련7기2-(종) 
4/11木 제자훈련8기2-4 
4/11木 피택자교육-17

- 선교/구제 주일 
- 대심방 계속 
  (가정/사업체) 
- 공천위원 모임 계속 
  

14 [종려주일] 
쓰임받은 나귀처럼 
눅 19:29-31 

박순진목사

4pm 교구장&소그룹리더 모임 
5:30pm 팰팍 히스패닉사역  
4/15-20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4/15-20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4/17 7pm 당회 
4/19  성금요예배(성찬식) 
4/20 세례문답

주일친교 
71,72소그룹  

대표기도 
1부 이민선안수집사 
2,3부 정건중장로

4/17 
칼을 칼집에 
한효목사 
특송 
73소그룹

4/19 
성금요일 
성찬식 
설교:  
박순진목사  

4/14主 멤버십훈련-2 
4/16火 전도폭발8기-7 
4/18木 역사서통독반-2 
4/18木 제자훈련8기2-5 
4/18木 피택자교육-18

- 이민법 무료 상담 
- 전교인 야외예배  
   준비 (5/19)  
- VBS발런티어 모집

21 [부활주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행 4:33 

박순진목사

세례식(큰비) 
5pm 부활절 찬양제 
4/24 1/4분기 제직회 
4/27 새벽 건강검진 

주일 친교 
73,74소그룹  

대표기도 
1부 강희열안수집사 
2,3부 이정생장로

4/24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1/4분기 제직회

4/26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고범석목사 

4/21主 멤버십훈련-3 
4/23火 전도폭발8기-(종) 
4/25木 역사서통독반-3 
4/25木 제자훈련7기3-1 
4/25木 제자훈련8기2-6 

-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6am, 뉴저지연합교회 

28 문안하라 
롬 16:3-16 

김진주목사

4월 소그룹모임 
중직자 공천명단 발표 
5/3 10am 교역자 회의 
5/3 7pm 당회  

주일친교 
81,82소그룹  

대표기도 
1부 마도선안수집사 
2,3부 김창유장로

5/1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72소그룹 

5/3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4/28主 멤버십훈련-4 
5/2木 역사서통독반-4 
5/2木 제자훈련7기3-2 
5/2木 제자훈련8기2-(휴) 
5/2木 피택자교육-20

- 4/29-5/4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 4,5,6교구 주관 예배       
  준비 (5/8) 
-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준비 (5/15)

영아부 |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유아유치부 | 하나님 말씀에 마음다해 순종하는 어린이 유초등부 | 예수님의 제자!

매주일 9:30am 영아실 청소 
매주일 11:30am 교사 기도회  
4/14 1:30pm PTA 모임 
4/21 부활주일 Egg Hunt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4/7 매월 첫주 새찬양 익히기  
4/14 1:30p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연합 PTA모임 
4/21 부활주일 Egg Hunt 
4/28 4월 말씀암송잔치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4/7,21 1:10pm 교사회의 
4/14 1:30p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연합 PTA모임 
4/21 12pm 부활절 프로그램, 생일 파티 
4/28 1:30pm PTA 기도회

중고등부 |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청년부 | 오직 예수께 매여 EM

Fri 7:30pm Spiritual Training  
4/14 PTA 기도회 
4/19 Good Friday Service  
4/20 Youth Early Morning Prayer 
4/21 Easter Sunday Worship 
4/26 Worship Team Recruitment   
4/28 Birthday Party

매주 수 7:30pm 임원단 미팅 
매주 금 8:30pm 셀 리더 교육 
매주 토 9am 찬양팀 특별 교육 (10주) 
4/14 멋지길바래(거리 청소) 
4/28 새가족환영회

Sun 4pm EM Service  
Sun 5pm EM Planting Meeting & Prayer

명찰착용 | 교회에서 늘 명찰을 착용하며 먼저 인사합니다 
 

큐티하기 | 매일성경으로 큐티하며 말씀을 실천합니다.  
 

가정예배 |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읽기 | 2019 전교인 성경 1독 이상 합니다.  
 

전도 |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전교인  
캠페인

- 고난주간(4/15-20) 특별새벽집회 & 릴레이 금식기도 
- 성금요일(4/19) 성찬식 
- 부활주일(4/21) 세례식, 부활절 찬양제

이달의 사역  
Focus

새벽예배 설교 본문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과 동일함. 

마태복음 22:23-28:20, 아가서 1:1-8:14

새벽 
만나예배  
(화-토)

안내 &  
헌금위원

1부
안내 김광유집사, 윤건수안수집사

헌금 김령희집사, 정영순집사

2부
안내 허충구안수집사, 허춘상권사

헌금 정두영성도, 박춘숙성도

3부
안내 김윤배장로, 손수연권사
헌금 이용숙권사, 정기숙권사

목회계획서  
Ministry Planning

4월
2019 표어 

신명기 1:36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