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주일 
예배

주일 & 
주중행사

주일친교 & 
섬김의 손길

수요말씀예배 
8pm

금요찬양예배 
8:30pm

말씀 &  
사역훈련

비고

1 예배자의 태도 
사 6:1-3 

박순진목사

하반기 대심방 시작 
세례/유아세례 신청 
11:30am,1:30pm 전교인 노방전도 
2pm 새가족부 회의 
3pm 탁구대회 예선 (A,B조) 
4:30pm 교구장&소그룹리더 모임 
9/7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강

주일친교 
73,74소그룹  
대표기도 
1부 이경우안수집사 
2,3부 김창유장로

9/4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42소그룹 

9/6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9/1主 멤버십훈련-1 
9/3火 구약성경의 맥 (피택
자훈련-1 공개강의) 
9/5木 신약통독반-1 
9/5木 제자훈련8기 3-1 

- 선교/구제 주일 
- CCTV upgrade 

8 나도 항상 기쁘고 
싶습니다 
살전 5:16-18 

고범석목사

1:45pm 안나여성모임 
2-5pm 이민법 무료상담  
3pm 탁구대회 예선 (C,D조) 
5:30pm 팰팍 히스패닉사역  
9/11 9:10pm 당회 
9/12 7pm 가족전도 중보기도

주일친교 
81,82소그룹  
대표기도 
1부 김정관안수집사 
2,3부 구본요장로

9/11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41소그룹 

9/13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박승환목사 

9/8主 멤버십훈련-2 
9/10火 피택자훈련-2 
9/12木 신약통독반-2 
9/12木 제자훈련8기 3-2 

- 차량운행 봉사자 신
청 게시판 신설 
- 9/8 5pm 호산나 어
린이 찬양제 
- 9/10 정기노회      
(임마누엘장로교회)

15 거룩한 실험 정신 
딤전 4:7 

박순진목사

9월 소그룹 모임 
“나이가 아니라 믿음”(수 14:6-15) 

대표기도 
1부 강희열안수집사 
2,3부 이병오장로

9/18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33소그룹

9/20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고범석목사

9/15主 멤버십훈련-3 
9/17火 피택자훈련-3 
9/19木 신약통독반-3 
9/19木 전도폭발훈련-1 
9/19木 제자훈련8기  3-3

22 외로운 참새 같으
니이다 
시 102:7 

박순진목사

9/25 9:10pm 당회 
9/27 10am 교역자 회의 
9/28 새벽 건강검진 
9/28 11am 소망회 세미나 및 친
교모임

주일친교 
83,91소그룹  
대표기도 
1부 심언경안수집사 
2,3부 이승기장로

9/25 
열왕기상 강해 
박순진목사 
특송 
32소그룹 

9/27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김진주목사 

9/22主 멤버십훈련-4 
9/26木 신약통독반-4 
9/26木 전도폭발훈련-2 
9/26木 제자훈련8기 3-4

29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빌 2:5-8 

박순진목사

성찬식,유아세례식,세례식 주일친교 
92,93소그룹  
대표기도 
1부 마도선안수집사 
2,3부 홍영석장로

10/2 
함께하심을 알라 
출 17:8-16 
한효목사 
특송 
31소그룹

10/4 
금요찬양팀과 
함께  
설교:  
박승환목사 

10/3木 신약통독반-5 
10/3木 전도폭발훈련-3 
10/3木 제자훈련8기 3-5

- 9/29(주일) 5pm  
이보교 심포지엄 
- 담임목사 출타
(9/30-10/4, 시카고) 
- 10/6(주일) 3pm 
탁구대회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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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9:30am 영아실 청소 
매주 11:30am 교사 기도회 
9/22 생일 축하, 축복 기도 
9/29 성경 암송 따라하기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9/1 11:20am Back to school 기도회  
9/3 (화) 10am 유아유치부실 대청소  
9/15 1:30pm 생일파티 / PTA 모임 및 기도회  
9/29 말씀암송잔치

매주 금 8:30pm 금요모임 
9/1,15 1:10pm 교사회의 
9/1 12pm Back to School 기도회 
9/8 1:30pm PTA모임 
9/15 생일파티 
9/29 1:30pm PTA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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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 7:30pm Happy Dinner & Spiritual Training 
9/1 Back to School Prayer 
9/6 Fall Clean Up 
9/8 PTA 
9/15 Birthday Party & Sunday Activity  
9/22 Youth Ministry Recruitment 
9/28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아빠어디가)

매주 수 7:30pm 임원단 미팅 
매주 금 8:30pm 셀 리더 교육 
9/8 멋지길바래(청소) 
9/15 Bible Study 모집 
9/29 멋지데이

Sunday 2pm Worship Team Practice 
Sunday 3pm Sunday Worship 
Sunday 4pm EM Small Group Meeting 
9/14 Fellowship D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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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대심방 시작 

한글학교 가을학기 시작 (9/7-12/7) 

9/29 세례식 성찬식 

이달의 사역  
Focus

새벽예배 설교 본문은 [매일성경] 큐티 본문과 동일함. 

여호수아 1-18장

새벽 
만나예배  
(화-토)

안내 &  
헌금위원

1부
안내 김광유안수집사, 윤건수안수집사

헌금 오순자권사, 유승희권사

2부
안내 송문순권사, 최정숙권사

헌금 이상길집사, 이영애권사

3부
안내 김춘자권사, 이순자권사
헌금 김인규집사, 유진숙집사

목회계획서  
Ministry Planning

9월
2019 표어 

신명기 1:36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