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예배 및 사역 

 

월 일 예 배 주일 사역 주간 사역  비 고  

1월 6일  새해주일  청지기 임명식      공동의회 공고 

 13일    청지기 훈련주일  공동의회 속회     

 20일   중보기도훈련     

 27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2월   3일   셀성경공부, 설날 행사    셀리더 훈련(8일)  단기선교사 모집 시작 

 10일        

  17일   셀성경공부     상반기 셀성경공부 개강 

  24일  삼일절 기념주일 
 성찬식, 선교회 월례 모임  

 제직사역부장 모임, 셀예배  
 셀리더 모임(3월 1일)   

3월 3일   셀성경공부         
 6일(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10일  사순절 첫째 주일    
 셀리더 모임(3월 15일)   

 세례(유세)/입교 준비공부 시작 

 일광절약시간 시작  

 

 17일    셀성경공부     

 24일  
 임직식  

 제직사역부장 모임, 셀예배  
 정기당회(30일)     

 31일  
 선교회 월례모임   

 기도의집 나눔사역  
 셀리더 모임(4월 5일)    

4월 7일   
 셀성경공부  

 제직회, 세례대상자 당회 문답 
   선교훈련 시작  

  14일  종려주일  세례식  

 고난주간 특새(15일~20일)   

 19일(금) 성금요예배,  

 셀리더 모임 

  

  21일  부활절  성찬식, 셀셩경공부           

 28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월례 모임, 셀예배     
 셀리더 모임(5월 3일)    

5월 5일 어린이주일  축하행사, 셀성경공부        

 12일 어버이주일  축하행사                         

  19일  
 셀연합 찬양제  

 제직사역부장 모임  

 25일(토)~27일(월)  

 전교인 수련회 
 

 26일    셀리더 모임(5월 31일)     

6월 2일      셀성경공부       

 9일  성령강림절    셀리더 모임(14일)    

 16일  삼위일체주일   셀성경공부    상반기 셀성경공부 종강 

 23일   
성찬식, 제직사역부장 모임 

셀예배    
    

 30일   
선교회 월례 모임  

기도의집 나눔사역      
    

7월  7일 제직훈련 주일  정기 제직회     

 14일       



 21일   선교주일  단기선교사 파송       

 28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월례 모임, 셀예배   
중고등부 하기 수양회(예정)   

8월 4일         

 11일  광복기념주일      

 18일 
창립 5주년     

  기념주일         
  유치/유년부 여름성경학교(예정)     

 25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성찬식, 선교회 월례 모임    
셀리더 모임(8월 30일)     

9월 1일   셀성경공부     하반기 셀성경공부 개강 

 8일        셀리더 모임(13일)    

 15일  
 셀성경공부  

 제직사역부장 모임  
   

 22일   야외예배     

  29일   선교회 월례 모임    셀리더 모임(10월 4일)     

10월 6일  세계성찬주일 
성찬식, 셀성경공부 

정기제직회 
   

 13일     셀리더 모임(18일)     

 20일   셀성경공부    정책당회 1  

 27일  종교개혁주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월례 모임, 셀예배  
 정책당회 2  

11월 3일  
셀성경공부  

선교회 월례 모임  
  

 일광절약시간 해제(3일)   

 하반기 셀성경공부 종강 

 10일       
  세례(유세)/입교 준비공부 시작 

  특별새벽기도회(12~16일)     
  

 17일      

 24일  추수감사주일 
제직사역부장 모임  

선교회 월례 모임, 셀예배 
    

12월 1일 대강절 첫째주일  정기 공동의회   조직당회  선교회 정기총회 시작 

 8일  성서주일       

 15일   세례대상자 문답    

 22일  성탄주일 칸타타, 세례식, 성탄축하 행사     연말당회   

 29일 송년주일 
선교회 정기총회 

기도의집 나눔사역     
  

 31일  송구영신예배   성찬식      

 

 

 


