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am -1부 한어예배 

11:00am -2부 한어예배 

11:00am -중고등부+EM, 아동,영아부 

10:00am -예배중보기도 

안내 및 헌금위원 : 안한식 김연희 

   한어성인      EM,청년     Youth. Children 

표어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

4월   April 

- 성찬식 예배(4/7)  
- 속회모임주간(14) 
-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15-20) 
- 사순절 성경읽기, 특새 시상(21) 
- 부활절 찬양 예배(21) 
- 봄 부흥회 금식릴레이(4/29-5/3) 
- 봄맞이 교회 대청소(28) 
- 봄 부흥회(5/4-7) 
 

Sun 일 Mon 월 Tue 화 Wed 수 Thu 목 Fri 금 Sat 토 

31  15:30am 새벽 

 
 
 

2 5:30am 새벽 

 
 
 

3 5:30am 새벽 

 

8pm 수요성경연구 

기도 : 이진수 권사 

45:30am새벽 

 

 

 

5 5:30am 새벽 

8pm 금향로 기도 

주관 : 교육부 

6 6:00am 새벽 

 

7  성찬식, 부활절백합신청 

1부-목회기도, 2부-신승룡 성경-이서정 

* 여선교회 모임 

 

85:30am 새벽 

 
 

9 5:30am 

 
 
 
 
 
 

10 5:30am 전교인새벽 

 

8pm 수요성경연구 

기도 : 한순자 권사 

115:30am새벽 

 

 

12 5:30am 새벽 

8pm 금향로 기도 

주관 : 시설관리부 

 

13 6:00am 새벽 

 

 

14 속회모임주간 

1부-신지은, 2부-안한식, 성경-윤현옥 

* 속회인도자 모임 1pm 

* 단기 선교 준비팀 모임 1:30pm 

155:30am 새벽 

 

 

 

165:30am 새벽 

 

 
 
 

175:30am 전교인새벽 

 

 

8pm 수요성경연구 

기도 : 문영수 집사 

185:30am새벽 19 5:30am 새벽 
 
 

 

 

20 6:00am 새벽 

 

한국 학교 휴강    

21  
1부-문미경, 2부-고종욱, 성경-최정원 
 
 

* 행정위원회 모임 1pm 

* 사순절 새벽, 성경읽기 시상 

225:30am 새벽 

 

 
 

23 새벽기도 245:30am 전교인새벽 

8pm 수요성경연구 

기도 : 김삼민 집사 

255:30am새벽 26 5:30am새벽 

 

8pm 금향로 기도 

주관 : 봉사부 

27 6:00am 새벽 

 

 

28  

1부-이건행, 2부-곽영훈, 성경-서혜경 

295:30am새벽  

 
 
 

30 5:30am  

 

31 5:30am전교인새벽 

8pm 수요성경연구 

기도 : 이은재 권사 

5/1 5:30am  

새벽 

 

2 5:30am전교인새벽 

 

8pm 금향로 기도 

주관 : 새가족부 

3 6:00am 새벽 

 

5/4  5 6 7    

 

매 

주 

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15-20) 

부활절 찬양예배(EM,중고,어린)    

속회인도자,속장,새벽 

봄맞이 교회 대청소의 날 
(남,여선,EM,중고,어린이)  

성 금요일예배 
8:00pm    

한국 학교 9 am    

한국 학교 9 am    

한국 학교 9 am    

한국 학교 9 am    

Fellwoship 7pm    

Revival 7pm    
Prayer Mt 8pm    

Prayer Mt 8pm    

Prayer Mt 8pm    

Prayer Mt 8pm    

Birthday Celebration 1pm    

Fellwoship 7pm    

All Day Dancing Prc    

봄 부흥회 (강사 : 김경윤 목사, 목포창조교회) 

Youth Outing    

속회인도자,속장,새벽 

학부모 기도회, 세족식 3p    

부활절 총연습 

Mattthew Cho 군대파송식 

Prayer Mt 8pm    

어린이-부활절 달걀, Egg Hunting 

봄 부흥회 준비 릴레이 금식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