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주일 
예배

주일 & 
주중행사

주일친교 & 
섬김의 손길

수요말씀예배 
8pm

금요찬양예배 
8:30pm

말씀 &  
사역훈련

비고

2 충성이란  
무엇인가? 
고전 4:1-2 

박순진목사

11:30am,1:30pm 전교인 노방전도 
1:45pm 안나여성모임 
2pm 전체 장로모임 
2pm 새가족부 회의 
4pm 교구장&소그룹리더 모임 
6/6 가족전도 중보기도 
VBS Fundraising

주일친교 
젊은부부  

대표기도 
1부 이형식안수집사 
2,3부 이병오장로

6/5 
전도부 주관예배 
김세중목사 
특송 
전도부 

6/7 
2019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강사: 이승종목사 
(한소망교회)

6/2主 멤버십훈련-4 
6/6木 시가서통독반-2 
6/6木 사도행전-5 
6/6木 제자훈련7기3-7 
6/6木 제자훈련8기2-10

- 선교/구제 주일 
- 대심방 계속 
- 국내외 선교팀 준비 
- 6/3 카펫스팀청소 
- 6/4 정기노회 
(뉴욕 초대교회) 
- 6/7-9 호산나 전도대회

9 [성령강림주일] 
생수의 강 
요 7:37-38 

박순진목사

하반기 사역부서 신청서 배부 
5pm 시무장로 은퇴 및 임직식  
(장로,안수집사,권사,명예권사) 
5:30pm 팰팍 히스패닉사역  
6/14 7pm 당회 
6/15 한글학교 봄학기 종강식

주일친교 
11,12소그룹  

대표기도 
1부 전인섭안수집사 
2,3부 임두하장로

6/12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63소그룹 

6/14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고범석목사 

6/9主 멤버십훈련-1 
6/13木 시가서통독반-(종) 
6/13木 사도행전-6 
6/13木 제자훈련7기3-8 
6/13木 제자훈련8기2-11

- 6/9 2-5pm 
이민법 무료 상담

16 염려 대신 기도로! 
빌 4:6-7 

박만호목사 
(부천 복된교회)

6/19 9pm 부서장회의 
6/22 9am VBS 총연습 및 기도회 

주일친교 
13,14소그룹  

대표기도 
1부 구일서안수집사 
2,3부 김형립장로

6/19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62소그룹 
*부서장회의

6/21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6/16主 멤버십훈련-2 
6/20木 사도행전-7 
6/20木 제자훈련7기3-9 
6/20木 제자훈련8기2-12 
6/22土 제자훈련7기3-10

- 6/20 복지디렉터 교
육1 (Bergen County 
Town hall) 

23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사 55:1 

박순진목사

세례식/성찬식 
청년부 Fundraising 
6/27-29 VBS 여름성경학교 
6/28 7pm 당회  
6/29 새벽 건강검진 

주일친교 
21,22소그룹  

대표기도 
1부 송경헌안수집사 
2,3부 김윤배장로

6/26 
7,8,9교구  
주관예배 
임희영목사 
특송 
7,8,9교구

6/28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박승환목사 

6/23主 멤버십훈련-3 
6/27木 사도행전-(휴) 
6/27木 예언서통독반-1 
6/27木 제자훈련7기3-11 
6/27木 제자훈련8기2-13

- 6/27 복지디렉터 교
육2 
- VBS 데코레이션

30 신앙에 질문이  
생길때 
마 11:3-6 

박순진목사

조지아 난민선교 파송식(단비)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 (큰비) 
4pm 중독세미나 
7/4-6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7/5 10am 교역자 회의 

주일친교 
23,31소그룹  

대표기도 
1부 배태환안수집사 
2,3부 민종수장로

7/3 
수요말씀예배 
박승환목사 
특송 
61소그룹 

7/5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6/30主 멤버십훈련-4 
7/4木 사도행전-(종) 
7/4木 예언서통독반-1 
7/4木 제자훈련7기3-(휴) 
 

- 7월 담임목사 안식월 
- 7/7 하반기 추가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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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일 9:30am 영아실 청소 
매주일 11:30am 교사 기도회 
6/16 생일 축하, 축복 기도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6/1 7:30pm 교사 기도회  
6/2 이달의 찬양 말씀익히기, VBS 펀드레이징 
6/9 생일파티  
6/23 1:30 유아유치부 PTA 임원선출 
6/27-29 VBS (6/23-26 VBS 데코레이션) 
6/30 Jesus Award 및 수료식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6/2,16 1:10pm 교사회의 
6/2 VBS 펀드레이징, CCV 
6/9 1:30pm PTA모임 
6/16 12pm 생일파티, Jesus Award 
6/27-29 VBS (6/23-26 VBS 데코레이션) 
6/30 졸업예배, 1:30pm PTA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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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7:30pm Spiritual Training  
6/2 Birthday Party, CCV 
6/9 PTA모임  
6/14 Worship School Opening Day 
6/23 Youth Graduation Party 
6/30 Graduation Sunday, 중독 세미나

매주 수 7:30pm 임원단 미팅 
매주 금 8:30pm 셀 리더 교육 
6/9 멋지길바래(거리 청소) 
6/23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징 
6/30 멋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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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심방(가정, 사업체) 계속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 & VBS 
하반기 임명 준비 
복지교회 준비 (만나와 메추라기, 복지디렉터 교육 등)

이달의 사역  
Focus

새벽예배 설교 본문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과 동일함. 

히브리서, 시편 123-126편

새벽 
만나예배  
(화-토)

안내 &  
헌금위원

1부
안내 윤건수안수집사, 김광유집사

헌금 김병수집사, 임윤수집사

2부
안내 송문순권사, 최정숙권사

헌금 김명열안수집사, 안기순권사

3부
안내 전영규안수집사, 전영례권사
헌금 김정관안수집사, 배제임스안수집사

목회계획서  
Ministry Planning

6월
2019 표어 

신명기 1:36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